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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개 요

사회가 정보화됨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통계를 접하는 일이 많아졌으며, 학교 

교육에서 통계가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통계 교육은 형식적인 지식 습

득과 알고리즘 연습 위주로 이루어져, 통계를 교육받은 성인들조차 일상생활에

서 통계를 활용하는데 제한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일상생활 

속에서 통계 정보의 소비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통계 능력을 길러주는 

통계적 소양 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수능 통계 

영역 문항은 매년 매우 유사한 형태로 출제되어 학생들의 통계적 소양을 평가하

는데 있어 한계점이 있었다. 수능이 고등학교 수업 내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수능에서 통계적 소양을 평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선행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학자에 따라 통계적 소양을 다소 다르게 정의하고 

있었으나, 공통적으로 통계적 주장에 대한 비판적 이해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통계 자료를 제시하는 표상과 통계 조사의 맥락에 따

라 통계 자료를 볼 때 나타나는 통계적 소양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하

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이러한 통계적 소양의 특성을 바탕으로 수능과 

외국 대학입학시험을 비교·분석하여, 수능 통계 문항을 개선하기 위한 시사점

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

다.

연구문제1. 수능 및 외국 대학입학시험의 통계 문항에서 나타나는 PISA 문제해결 과

정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2. 수능 및 외국 대학입학시험의 통계 문항에서 활용하는 표상들은 어떤 차

이가 있는가?

연구문제3. 수능 및 외국 대학입학시험의 통계 문항에서 맥락을 활용하는 방식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위와 같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PISA 평가틀을 활용하여 수능과 일본

의 센터시험, 미국의 SAT, 뉴질랜드의 NCEA, 영국의 Edexcel A-level, 싱가포르

의 CIE A-level, 프랑스의 Baccalaureate, 독일의 Abitur, 스웨덴의 

Högskoleprovet, 핀란드의 Ylioppilastutkinto 등 10개국의 대학입학시험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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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1의 결과, 한국과 싱가포르, 프랑스, 독일, 핀란드 등의 국가에서는 

적용하기 과정을 평가하는 문항 위주로 출제되었으며, 뉴질랜드와 미국의 대학

입학시험에는 해석 및 평가하기 과정을 평가하는 문항이 다수 출제되었다. 또

한, 수능의 적용하기 과정을 평가하는 문항에서는 단순한 계산 능력을 평가하는

데 반하여, 영국의 Edexcel A-level과 싱가포르의 CIE A-level에 출제된 적용하

기 과정을 평가하는 문항들에서는 비판적 이해 능력을 기초가 되는 지식을 평가

하는 경우가 많았다.

연구문제 2에서, 수능에는 표상을 활용하여 자료를 제시하는 문항이 전혀 출

제되지 않았으며, 싱가포르의 CIE A-level, 프랑스의 Baccalaureate, 독일의 

Abitur 역시 표상을 활용하여 자료를 제시한 문항이 거의 출제되지 않았다. 반

면, 일본의 센터시험과 스웨덴의 Högskoleprovet에서는 다양한 표상을 활용하여 

자료를 제시하였다. 특히 센터시험은 한 문항에서 두 개 이상의 표상을 활용하

는 경우가 많았으며, 표상들 사이의 번역을 요구하는 문항이 출제되기도 하였

다.

연구문제 3에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다양한 맥락이 골고루 활용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수능 통계 문항의 경우 수학적 구조가 매우 직접적으로 제

시되어 있으며, 매년 유사한 문항이 반복적으로 출제되어 왔기 때문에 맥락이 

문제 해결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수능 통계 문항의 개선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통계적 주장에 대한 비판적 이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의 출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비판적 이해 능력은 통계적 소양의 가장 핵심적인 능력이

다. 이를 위해 해석 및 평가하기 과정을 평가하는 문항을 출제하거나, 형식화하

기 또는 적용하기 과정을 평가하는 문항에서도 단편적인 계산 능력보다 비판적 

이해 능력의 기초가 되는 지식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다양한 표상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상에서 접하는 통

계 자료는 대부분 통계 그래프를 통해 제시된다. 그래프 유형에 대한 친숙함과 

각 그래프의 구체적인 차이점을 인식하는 것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능력에 영향

을 미치기 때문에 통계 교육과 평가에서 다양한 표상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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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맥락을 보다 의미 있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맥락에 따라 통계 연산의 의미가 달라지며,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설

득할 때에도 맥락의 특성에 강하게 의존하게 된다. 또한 맥락을 보다 의미 있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을 통해 학생들에게 통계의 유용성을 인식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서술형 문항의 출제를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능의 개

선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연구들에서도 서술형 문항의 출제를 제안한 바 

있다. 통계적 소양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학생들이 제시된 자료와 맥락의 어

떤 특성에 주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선택형과 단답형 문항을 

통해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10개국 대학입학시험에 출제된 통계 문항을 분석하였으나, 분석 대

상 국가에 따라 분석 문항이 7문항에서 77문항으로 다양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의 결과를 해석하고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따른다. 또한 통계 문항을 해결하는

데 있어 맥락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이 문항이 수학 영역의 평가문항으

로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2017학년도 수능 사회 탐구 영역

에서 표와 그래프 등 다양한 표상을 활용하여 통계 자료를 제시하고, 통계 결과

를 해석하도록 하는 문항이 출제되기도 하였다. 향후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반

영한 통계적 소양 평가 문항이 개발된다면, 다시 국외의 평가문항과 비교·분석

하여 개선점을 모색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학  번 : 2014-2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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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기술에 발달에 따라 일상에서 접하는 정보의 양이 많아졌으며, 이에 따라 주

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예측하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통계적 능력

은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강현영, 송은영, 조진우, 이경화, 2011; 강현영, 

2012). NCTM(2007) 역시 현명하고 지적인 성인이 되기 위해 자료 분석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하였다. 이렇듯 현대인의 필수 자질로서 통계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능력을 기르기 위해 모든 학교 

급에서 통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박태학, 2003). 

그러나 기존의 통계 교육은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받아왔다. 우선 형식적인 통

계 지식을 중심으로 지도되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통계 교육은 상급 학교 진

학을 위한 단편적인 지식 습득과 알고리즘 연습 위주로 이루어졌다(강현영, 

2012; 박태학, 2003; 우정호, 2000; 나미영, 이창석, 이지연, 윤상준, 오예린, 

권오남, 2015; 박영희, 2001; 이현승, 2015). 그 결과, 통계를 교육받은 성인들

도 실생활에서 통계 지식을 활용하기 힘들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강현영, 

2012). 또, 통계 교육에서 활용되는 과제들은 지나치게 인위적이어서, 학생들이 

통계가 실생활의 여러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달해왔다는 점을 이해하

지 못하며, 통계를 실제로 응용할 능력을 길러주지 못한다(우정호, 2000; 박태

학, 2003; 김남희, 나귀수, 박경미, 이경화, 정영옥, 홍진곤, 2011).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통계적 소양 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강현영, 2012). Gal(2000; 2002)은 통계적 소양에서 소양

(literacy)은 전문적 지식과 대비되는 모든 성인들이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지식

을 의미한다고 하며, 대부분의 성인들이 통계 정보의 소비자로서 역할하기 때문

에 통계적 소양에서 통계 정보를 이해하는(sense-making) 능력이 강조되어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통계 영역의 성취 

기준으로 통계적 소양을 제시하며, 생활 속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해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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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활동을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교육부, 2015; 나미영 외, 2015). 또한, 

영국과 미국, 호주 등 세계 여러 국가들도 통계 교육에서 통계 자료를 이해하

고,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계를 사용하는 능력을 강조 하고 있다

(Watson, 1997; 박태학, 2003).

한편, 우리나라는 교수·학습이 평가에 종속된다고 할 만큼 평가가 학교 수업

에 큰 영향을 미치며(박경미, 김동원, 2011),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

능)은 대학 입시를 위한 필수적인 시험으로 고교 수업 내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이재학, 조승제, 박선화, 박혜숙, 2004). 그러나 수능의 일부 문항들은 

패턴화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박선제, 2007; 남진영, 2011). 통계 영역에서

도 최근 3년간 출제된 문항들은 대부분 표준정규분포 표를 활용하여 확률을 계

산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항이었으며, 통계적 소양을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이정무, 유진수, 이정아, 이경화, 2016). 또한 이처럼 지나

치게 유사한 문항들이 반복하여 출제되는 것은 패턴에 대한 반복 숙달을 지향하

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통계적 소양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통계적 소양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수능에서 통계적 소양을 

평가하는 문항들이 출제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박태학, 

2003; 정의섭, 2006; 이정무 외, 2016; Watson, 2006; Gal, 2000; Watson & 

Callingham, 2003)을 바탕으로 통계적 소양 평가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

였다. 첫째, 비판적 이해능력을 측정해야 한다. 둘째, 다양한 표상을 통해 자료

가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다양한 맥락 속에서 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

한 특성들을 중심으로 세계 여러 나라의 대입시험의 통계 영역 문항들을 비교하

고, 수능 통계 문항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에 

수능과 외국 대입시험 문항을 비교한 연구들(이진호, 2009; 남진영, 정연준, 

2011; 조윤동, 남진영, 고호경, 2009; 서보억, 남진영, 2010; 전영주, 2011; 이

재학 외, 2004; 남진영, 2011)에서는 출제 요강에 제시된 시험 내용이나 문제의 

유형 등 시험의 체제를 중심으로 비교하였지만, 통계적 소양에 주목하여 문항들

을 비교 분석하지는 않았다. 

이정무 외(2016)는 수능과 SAT 문항에서 비판적 이해 능력을 요구하는지 여부

와 문항에 적용된 맥락의 유형을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능에서 통계적 소

양을 평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정무 외(2016)의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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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확장한 것으로, 비교 대상을 수능과 미국의 SAT뿐만 아니라 일본의 대학 

입시 센터시험, 뉴질랜드의 NCEA, 영국과 싱가포르의 GCE A-level, 프랑스의 

Baccalaureate, 독일의 Abitur, 스웨덴의 Högskoleprovet, 핀란드의 

Ylioppilastutkinto 등 10개 국가의 대입시험으로 확대하고, 각 대입시험

에서 활용한 표상을 추가로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입시험 문항들이 통계적 소양을 평가하기에 적합한지 확인하

기 위해 PISA 평가틀(OECD, 2013)을 활용한다. PISA는 OECD에서 시행하는 국제 

성취도 평가로서, 주기별로 주 영역과 보조 영역을 달리하여 읽기, 수학, 과학 

영역의 소양을 평가한다. PISA 2012는 수학을 집중 평가 과목으로 선정하여 시

행되었다. PISA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학적 소양을 정의하였다.

수학적 소양은 다양한 맥락에서 수학을 형식화하고, 적용하며, 해석하는 개인

의 능력이다. 이는 수학적 추론과 수학적 개념, 과정, 사실, 도구들을 현상을 

묘사, 설명, 예측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는 개인이 세상에서 

수학이 하는 역할을 인식하고, 근거가 충분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주

는데, 이러한 판단과 결정은 건설적이고 열성적이며, 반성적인 시민에게 필요

한 것이다(OECD, 2013: 25).

PISA에서 제시한 수학적 소양은 ‘수학과는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을 이해하

고 기능을 습득하여 주변의 여러 가지 현상을 수학적으로 관찰하고 해석하는 능

력을 기르며, 수학적 문제 상황을 수리·논리적 사고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해결

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교과’(교육과학기술부, 2011: 4)라는 2009 개정 수

학과 교육과정의 목표와도 부합하며, 실생활에서 통계를 이해하는 능력을 강조

하는 통계적 소양과도 유사한 면이 있다. 또한, PISA 평가틀은 의사소통, 수학

화, 표현, 추론과 논증, 전략세우기, 형식 언어 사용, 수학적 도구 사용 등 7가

지 기본적인 수학적 능력을 평가하는데(OECD, 2013), 이는 수능의 행동 영역을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PISA 평가틀을 이용하여 수능 문항의 통계적 소양 평

가 가능성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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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수능에서 통계적 소양을 평가하기 위한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수능 및 외국 대학입학시험의 통계 문항에서 나타나는 PISA 문제해결 과

정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2. 수능 및 외국 대학입학시험의 통계 문항에서 활용하는 표상들은 어떤 차

이가 있는가?

연구문제3. 수능 및 외국 대학입학시험의 통계 문항에서 맥락을 활용하는 방식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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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능은 고등학교 수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사교육 문제 등 사회 

문제에도 영향을 미친다(전영주, 2013a). 따라서 수능은 교육 연구에서 중요한 주

제로 다루어져왔다. 이 절에서는 수능에 관한 선행연구 가운데 통계 영역에 대한 

연구와 외국 대입시험과의 비교를 수행한 연구에 주목하여 살펴본다.

1.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통계 영역

수능의 개편 과정에서 수능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 절에서

는 각 영역별 출제 빈도를 확인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살

펴본다.

최경호(2002)는 1995학년도부터 2003학년도까지 수능에서 출제된 확률과 통계 

영역 문항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확률통계 영역 내에서도 평균을 계산하는 

것 등의 일부 내용에 편중되어 출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단순한 계산

을 지양하고 보다 실생활에 접한 문제를 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2005학년도와 2006학년도에 치러진 수능과 교육과정평가원의 모의 평가에 출

제된 확률과 통계 영역 문항들의 내용영역과 행동영역을 분석하는 연구도 이루

어졌으며(송창근, 2006), 행동영역이 편중되어 출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전현주(2009)는 2008학년도와 2009학년도 수능 수리영역 확률과 통계 영역의 

문항의 내용 영역과 행동영역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내용영역과 행동영역이 골

고루 출제되고 있었으나, 확률 단원에서는 이해능력과 추론능력 위주로 출제되

는 등 내용영역과 행동영역 사이의 패턴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문항의 소

재가 교과서 예제와 유사한 경향이 있다고 하였으며, 이는 학생들의 수학적 사

고력을 측정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신영섭(2010)에 의하면, 1994학년도부터 2010학년도까지 시행된 수능의 확률

과 통계 영역에는 추측통계학을 다루는 문항을 위주로 출제되었다. 이를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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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교육과정에서 기술통계학이 차지하는 비중과 다양한 사회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기술통계학이 중요하다는 것 등을 고려할 때, 수능에서 기술통계학을 다룰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TIMSS와 CCSSM의 틀을 활용하여 2012학년도부터 2014학년도까지 출제된 수능 

문항의 인지영역과 내용영역을 분석한 연구도 이루어졌다(고지은, 2015). 통계 

영역에서는 ‘양적, 범주적 자료를 해석’, ‘추론 및 정당화’, ‘조건부 확률

과 확률의 규칙’,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확률 이용’ 등 4개 세부 요소를 정

하고, 각 요소별 출제 빈도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가형과 나형 모두 ‘양적, 

범주적 자료를 해석’하는 문항이 출제되지 않았으며, 통계 영역 문항의 약 50%

가‘조건부 확률과 확률 규칙’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수능 통계 영역에서 내용의 편중과 문항의 패턴화가 지적되어왔다. 이

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외국 대입시험

과의 국제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다음 절

에서 수능과 외국 대입시험을 비교한 연구들을 살펴본다.

2. 대입시험 국제 비교

앞서 수능 통계 영역의 출제 경향을 분석한 연구들에서 내용의 편중과 문항의 

패턴화가 지적되었다. 외국 대입 시험의 내용과 수능의 내용을 비교하고, 각각

의 장단점을 분석하는 것을 통해 수능 문항의 형태와 질을 개선하기 위한 시사점

을 얻을 수 있다(남진영, 정연준, 2011; 이재학 외, 2004).

남진영, 정연준(2011)은 중국의 통일고시와 수능의 체제, 구성, 행동영역과 

내용영역을 비교하고, 통일고시에 출제된 문항 일부를 분석하여 그 특징을 확인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수능은 현재 선택형과 단답형으로만 출제되어 수학적 사

고력을 측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것, 시험 시간이 비교적 짧고 문항수가 많

아서 역량 검사보다 속도 검사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는 것, 가형과 나형의 응시

집단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문항이 출제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

를 보완하기 위하여 합답형 문항을 다답형 문항으로 출제할 것, 시험 시간과 문

항 수에 대해 재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수능을 며칠에 걸쳐 치르는 것도 신중하게 

고려해볼 것, 동일한 내용을 다루는 문항을 출제하더라도 가형과 나형의 응시집

단을 고려하여 난이도를 다르게 출제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통일고시와 수능의 내용영역과 행동영역, 각 시험에 출제되는 문항의 유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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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출제 빈도를 비교하는 연구도 이루어졌다(전영주, 2011). 통일고시는 문

과와 이과를 구분하고 있으나 내용영역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 서술형 문항

을 통해 수학적 아이디어의 측정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선택형 문항은 기초적

인 지식을 묻고 있어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에 맞는 문항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수능에서도 학생 중심의 문항 설계틀을 마련할 

것, 다양한 문항 유형을 개발할 것, 학문의 융합이라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서보억, 남진영(2010)은 일본의 센터시험과 수능의 구성과 체제를 비교하였

다. 두 시험은 모두 교육과정에 기반을 둔 시험이라는 것,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내용을 골고루 출제한다는 것, 문제해결력과 수학적 사고력 평가를 지향한다는 

것 등의 공통점이 있었으며, 응시 방법과 응시율, 점수 계산 방법, 단답형에서 

가능한 답안의 범위 등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이를 바탕으로 가형과 나형을 모

두 치를 수 있도록 체제를 개편하는 것, 단답형 문항의 비율을 늘릴 것, 합답형

과 완성형 문항의 답지 형식을 조절할 것, 표준점수 체제를 보완할 것 등을 제

안하였다.

이재학 외(2004)는 통일고시와 센터시험, 미국의 SAT, 영국의 GCE-A level, 

프랑스의 Baccalaureate, 독일의 Abitur 등의 행동영역과 내용영역, 각 시험에

서 출제되는 문항의 유형과 유형별 배점 등을 수능과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능 수학영역에서 서술형 문항 출제를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또한 고등학교 1

학년 내용이 수능에 출제되지 않는 것과 선택과목 사이의 학습 부담의 차이로 

인해 학생들의 기초 지식이 부족해지고, 매우 편파적인 수학 학습이 일어날 것

이라고 하였다.

조윤동, 남진영, 고호경(2009)은 한국과 중국, 미국, 일본 등 4개국에서 시행

하는 대입 시험의 내용영역과 구성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수학 나형에서 다루

는 내용이 매우 적다는 것을 지적하며,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을 출제 범위에 포

함시키는 것 등의 내용영역 확대를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

한, 문항수를 늘리는 것, 선택지 개수를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 선택형에 한하

여 오답을 했을 때 감점하는 것, 하위 문항을 출제하는 것, 서술형 문항을 출제

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기존에 이루어진 대입시험 국제 비교 연구들은 각국 대입시험의 문항의 형식

과 출제 요강에 제시된 시험 내용을 중심으로 비교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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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서답형 문항의 출제(조윤동, 남진영, 고호경, 2009), 선택형과 

단답형의 답지 형식을 조절할 것(서보억, 남진영, 2010) 내용 영역의 확대(이재

학 외, 2004)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형식의 문항을 출제하는 

것 또는 내용 영역의 확장하는 것이 기존에 지적된 패턴화된 출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일 수는 있으나, 그 자체로 통계적 소양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이 될 

수는 없다. 통계적 소양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통계적 소양의 특징을 먼저 고려

할 필요가 있다. 다음 절에서는 통계적 소양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하고, 이

를 바탕으로 통계적 소양을 평가하기 위한 특징들을 도출한다.

나. 통계적 소양

19세기 말, H. G. Wells는 통계적 사고 능력이 읽기, 쓰기만큼 필수적인 능력

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실제로 최근 여러 국가의 교육과정에서 확률과 

통계 영역이 강조되고 있다(Watson, 1997). 하지만 기존의 통계 교육은 통계 지

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통계를 교육받은 성인들조차 실생활에서 

통계 지식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되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

로 통계적 소양에 초점을 맞춘 통계 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다(강현영, 2012). 우리나라에서도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교육부, 2015)에

서 지식 습득과 더불어 교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통계 영역에

서는 성취기준을 “미래를 예측하고 합리적으로 의사 결정하는 통계적 소양

(p.98)”을 기르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통계 교육에서 형식적인 통계

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통계적 소양을 기르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9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2011)에서는 ‘지식 

기반 사회의 민주 시민에게 필요한 소양과 경쟁력을 갖추는 토대(p.67)’를 갖

추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강현영(2012)은 통계적 

소양이 민주 시민에게 필요한 소양의 하나라고 하였다. 즉, 통계적 소양을 기르

는 것은 교육과정에서 밝히고 있는 수학과의 교육 목표에 부합하는 것이며, 수

능이 고등학교 수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통계적 소양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이 수능에 출제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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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계적 소양과 비판적 이해능력

통계적 소양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강현영,2012). 이 절에서는 선행연구에

서 통계적 소양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통계적 소양의 핵심적인 

능력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Wallman(1993)은 “통계적 소양은 일상생활에 스며들어 있는 통계적 결과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이다. 더불어, 통계적 사고가 공공이나 개

인에게, 직업적 의사결정이나 개인적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감사하는 

능력(p. 1)”이라고 정의하였다.

Watson(1997)은 통계 교육이 사회적 맥락 속에서 통계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통계적 소양을 3 위계(tier)

로 구분하였다. 통계 용어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기존의 

통계 교육에서 주로 다룬 내용이다. 2수준은 맥락 속에서 통계적 언어와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는 비-형식적 언어로 표현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형식

적 언어에 익숙한 학생들은 다소 저항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 또, 위험을 

분석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맥락 속의 통계를 올바르게 이해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가장 높은 수준은 통계적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

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통계 중에는 의도적으로 혹은 실수로 왜

곡된 주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통계 교육을 통해 표본 추출, 자료의 분포, 

해석, 그래프 사용, 확률적 진술 등의 적절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적

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Gal & Garfield(1997)는 통계 교육의 목표를 자신의 일상생활과 직장에서 마

주치는 통계를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를 

위해서 학생들이 통계 조사의 결과를 해석할 때 발생 가능한 편향과 결과를 일

반화할 때의 제한점을 고려할 것, 제시된 통계 조사 결과에 대해 비판적이고 반

성적인 질문을 제기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Gal(2000)은 대다수의 성인들이 통계적 정보를 생산해내기 보다는 소비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통계 지식보다 의미 만들기(sense-making)와 의

사소통 능력을 강조(p.135)”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하여, 다양한 매체

에서 제공되는 통계 정보를 해석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그러한 통계적 정보

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능력으로 통계적 소양을 정의하였다. 통계적 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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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통계적 지식 기반, 문해 능력, 비판적 질문, 기질과 믿음 등  상호의존적인 

4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하였으며, 통계적 소양을 기르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삶과 접한 다양한 맥락 속에서 비판적 관점을 적용하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하

였다.

Gal(2002)은 ‘소양(literacy)’이라는 용어는 흔히 전문적 지식과 대비되는 

최소한의 지식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넓은 의미에서 바람직한 믿음, 태도, 비판

적인 관점 등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표 Ⅱ-1]과 같은 모델을 제

안하였다. 다양한 매체에서 같은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

는 경우, 또는 왜곡된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통계적 소양에서 비

판적 사고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였다.

Rumsey(2002)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통계적 소양이 너무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

되었음을 지적하며, 통계 교육은 통계적 능력(statistical competency)과 통계

적 시민의 자질(statistical citizenship)을 길러주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하였다. 통계적 능력은 기본적인 통계 용어와 개념을 이해하는 것, 자료를 수집

하는 방법과 수집된 자료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 통계 조사의 

결과를 설명하는 능력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기존의 통계 교육에서 다루어진 

것들이다. 통계적 시민의 자질은 일상생활에 넘쳐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

하여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을 말한다. Rumsey는 통계적 시민의 자질을 기

르기 위해서는 통계적 능력이 먼저 갖추어져야 하며, 통계 정보의 소비자로서의 

입장만을 강조하며 통계적 능력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

다.

Watson & Callingham(2003)은 통계적 소양이 현재 통계 교육에서 다루는 다양

한 통계치를 계산하는 능력이나 가설 검증에 대한 지식 보다 비판적인 사고 능

력을 필요로 한다고 하였으며, 통계적 소양을 6가지 수준(level)로 구분하였다. 

통계적 개념이나 용어의 정의, 자료의 맥락을 전려 고려하지 않는 것을 1수준, 

지식 요소들 성향 요소들
문해 기술 
통계 지식
수학 지식
맥락 지식
비판적 질문
          ↘

믿음과 태도
비판적 입장

 ↙
통계적 소양

<표 Ⅱ-1> Gal의 통계적 소양 모델(Gal, 200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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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맥락을 고려하긴 하지만 비형식적이고 직관적일뿐만 아니라 맥락의 특징 

가운데 문제 해결과 무관한 것에 주목하는 경우 2수준으로 분류하였다. 3수준에

서는 과제의 형식에 따라 맥락을 고려하기도 하며, 통계적 주장을 양적으로 표

현하기 보다는 일상 언어를 사용하여 질적으로 표현한다. 4수준에 이르면 항상 

맥락을 적절하게 고려할 수 있게 되지만, 제시된 통계적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데 그친다. 5수준에서는 제시된 통계적 주장을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복잡한 비례 추론(proportional reasoning)까지 가능한 경우 6수준이라

고 하였다. 

이처럼 학자에 따라 통계적 소양을 다소 다르게 정의하고 있었으나, 하지만 

모두 통계적 소양에서 통계적 정보를 맥락 속에서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Freudenthal(1973, 우정호, 2000, 재인

용)은 통계 교육은 자료에 대한 비판적 추론 능력 개발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강현영(2012) 역시 제시된 자료의 적절성과 주장의 합리성에 대해 비

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통계 교육의 목표라고 한 바 있

다. 또, 강현영 외(2011)는 다양한 분야에서 주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통계

를 사용하지만, 같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상반된 주장을 펼치는 경우도 발생한

다. 따라서 학교 교육을 통해 통계에 근거한 주장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길

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PISA 2012에서는 수학적 모델링을 반영하여 맥락이 사용된 문제를 해결

하는 과정을 형식화하기, 적용하기, 해석 및 평가하기 등 3개 과정으로 구분하

고(임해미, 2013), 각 과정에서 의사소통, 수학화, 표현, 추론과 논증, 전략세

우기, 형식 언어 사용, 수학적 도구 사용 등 7가지 기본 수학 능력을 사용하게 

된다고 하였다(OECD, 2013).  

형식화하기 과정에서는 문제의 맥락 속에서 수학적 구조를 발견하고, 수학적

으로 구조화하여 수학적 문제로 형식화한다. 적용하기 과정에서는 수학적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수학적 개념, 사실 등을 활용하여 수학적 해답을 도출한다. 

이 수학적 해답이 문제의 맥락 속에서 해석하고, 적절한지 판단하는 과정이 

‘해석 및 평가하기’이다.

 특히 해석 및 평가하기 과정에서 ‘수학적 해답의 범위와 한계를 이해하

기’, ‘수학적 해답을 반성하고 문제의 맥락에 적절한지 설명하거나 반박하

기’(OECD, 2013: 32) 등의 능력을 요구한다고 하였다. 즉, 통계 영역에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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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평가하기 과정은 통계적 주장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평가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해석 및 평가하기 과정을 요구하는 문항을 통해 통계적 소양을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PISA 2012에서 불확실성과 자료 영역에서는 해

석 및 평가하기 문항의 비율이 50%였는데(송미영, 임해미, 최혁준, 박혜영, 손수경, 

김성숙, 2013), PISA 평가틀(OECD, 2013)에서 적용하기 과정을 요구하는 문항의 

비율이 50%인 것이 적절하다고 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통계 영역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해석 및 평가하기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통계적 소양과 표상

일상의 다양한 매체들에서 효율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 통계 그래프들을 활용

한다. 하지만 학생들은 표, 그래프와 같은 표상을 이해하여 내적 표상을 구성하

는 것을 어려워한다(Brener, Mayer, Moseley, Brar, Duran, Reed & Webb, 

1997). 또한 통계 그래프는 눈금을 바꾸는 것 정도의 가벼운 조작으로 통계 자

료를 쉽게 왜곡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언론에서 통계 그래프를 오용한 사례

도 찾을 수 있기 때문에(이승선, 2008), 일상생활 속에서 통계를 적절히 활용하

기 위해서는 통계 그래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그림 Ⅱ-1] PISA 2012 수학적 소양 평가틀 (OECD, 2013: 26; 송미영 외, 
2013: 28,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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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밝힌 통계 그래프가 가지는 특성과 통계적 소양 교육

을 위해 다양한 표상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Curcio(1987)는 그래프를 해석하는 능력이 정보처리 능력에서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으나, 학생들은 그래프 해석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학생들이 

그래프를 해석할 때에는 자료 읽기, 자료 사이의 관계 찾기, 자료로부터 해석하

기 등 3가지 단계를 거치며, 이 때 그래프의 유형에 대한 익숙함과 선행지식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정의섭(2006)은 수집된 자료의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 그래프를 

활용한다고 하였으며, 통계에서 그래프(다이어그램)는 다음과 같은 5가지 특성

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1. 다이어그램은 정확성을 요구하는 과학적 사실에 미학적 질서가 집약된 예술로서

의 가치를 본질로 한다.

2.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증대시킨다. 

3. 정보의 내용을 강조한다. 

4. 다이어그램의 사용은 지각을 확장시킨다.

5. 메시지적인 특성을 들 수 있다.

   (정의섭, 2006: 22-3)

즉 그래프의 목적은 자료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자료들의 관계와 의미

를 드러내는 것이다. 또, 이를 통해 정보를 생산하고,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

한다. 

우정호(2000)는 현재 통계가 수학의 다른 영역과 가장 다른 점은 불확실성과 

변이성 등 비-결정론적 특징을 나타낸다는 점이지만, 학생들은 일상생활에서 접

하는 다양한 통계적 주장에 대한 비판적 안목이 부족하며, 불확실성과 변이성 

등 통계의 비-결정론적 특징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

로서 탐색적 자료 분석(Exploratory Data Analysis)을 통해 통계를 교육할 것을 

제안하였다. 탐색적 자료 분석은 기존의 기술통계학과 달리, 자료의 구조와 특

성을 나타내는 다양한 징후를 탐색하고, 그래프에 강하게 의존한다. 그래프를 

통해 자료를 표현하는 것은 자료의 구조와 특성을 보다 강조하기도 하지만, 자

료에 대한 관점을 제한하거나 자료를 왜곡할 수도 있다. 따라서 그래프를 변형

하거나, 다른 유형의 그래프를 사용하는 것이 자료의 어떤 특성을 보다 잘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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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지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탐색적 자료 분석 방법이며, 이를 통해 통계적 소

양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이경화, 지은정(2008)에 따르면, 자료 집합을 하나의 단위로 여기고 다른 자

료들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전체적 조망을 통해 자료의 중심, 퍼짐, 형태 등의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프를 사용하여 자료를 시각화하는 것은 자료에 대

한 전체적 조망을 얻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그래프의 종류를 바꾸는 것을 

통해 자료의 의미를 해석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특히 학생들이 각 그래프의 특

성을 아는 것만으로는 학생들이 그래프로부터 원하는 정보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서로 다른 그래프 사이의 구체적인 차이에 주목해야 한다고 하

였다.

윤형주, 고은성, 유연주(2012)는 수집한 그대로의 원자료(raw-data) 상태에서

는 자료집합의 분포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통계치를 계산하고 자료를 시각화하

는 것을 통해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그래프를 통한 시각화는 

자료를 새롭게 범주화하며, 새로운 시각으로 자료를 분석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였다. 단, 그래프의 사용은 자료집합의 어떤 점은 강조하고 다른 점은 무시하

게 되기 때문에, 그래프를 사용하여 자료를 표현하거나 그래프를 해석할 때 자

료의 맥락과 목적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박유진(2010)은 통계에서는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고, 자료들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정보로 변형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래프를 통한 시각

화는 많은 양의 자료들 사이의 관계를 찾기 쉽게 만들어 준다고 하였다. 따라서 

통계 교육에서 통계 그래프를 다루어야 하며, 단순히 그래프를 통해 자료를 표

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프를 통해 자료에 대한 적절한 분석을 할 수 있는 능

력을 길러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기존에는 통계 그래프를 지도하는데 있

어서 다양한 그래프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에 중심을 두었으며, 교과서 통계 단

원에 수록된 문항들의 대부분에서 그래프를 해석하는 활동을 다루지 않고 있음

을 지적하였다. 최근에는 기술의 발달로 인해 그래프 작성은 매우 쉬운 일이 되

었으며, 실생활에서 접하는 대부분의 통계 자료는 이미 그래프를 통해 표현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작성하는 능력보다는 그래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그래프를 해석하는 활동을 다루

지 않는 문항은 자료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도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료

의 맥락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추론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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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그래프를 해석하는 활동을 다룰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영하(2014)는 통계적 주장은 어떤 대상 집단 전체의 속성에 관한 것으로, 

대상 집단에 속한 개체 각각의 속성과 무관하다고 하였다. 대상 집단을 하나의 

대상으로 보고 그 속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대상 집단에서 수집된 자료의 분포

를 확인해야 하는데, 분포를 보다 잘 드러내기 위해서 표와 그래프를 활용한다

고 하였다. 단, 이러한 그래프를 사용할 때, 작성자가 의도적으로 왜곡할 가능

성이 있으며, 따라서 통계적 주장을 소비하는 사람들에게 통계적 소양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고은성, 이경화(2010)는 변이성이 통계학의 존재 이유이자, 변이성을 이해하

는 것이 확률과 통계 교육에서 핵심이라고 하였다. 변이성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분포를 확인해야 하는데, 분포의 특성을 발견하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

데 하나가 다양한 그래프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통계 교

육에서는 단순히 그래프를 읽고, 그리는 기술적인(descriptive) 측면을 지도하

는 것에 그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통계적 소양을 기르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Watson & Kelly(2006)는 통계적 소양에는 제시되는 자료의 형태와 관련하여 

원자료를 그래프로 표현하거나, 그래프를 해석하는 것 등 다양한 능력이 필요하

다고 하였다. 또, 학생들이 표를 통해 수치적 자료를 제시한 과제보다 그래프를 

통해 자료를 제시한 과제를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는

데, 이는 표를 통해 자료를 제시한 경우 모든 수치를 확인한 후에야 문제 해결

을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인지적 부담이 높았던 것으로 추측하였

다.

즉, 그래프는 통계 자료를 시각화하는 것을 통해 정보를 생산하고, 통계 정보

를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며, 다양한 그래프를 활용하는 것을 통해 통계적 소

양을 지도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그래프를 통해 자료를 왜곡하거

나, 오해의 여지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하게 그래프를 그

리고, 읽는 방법만을 지도하는 것을 통해 통계적 소양을 신장시키는 것은 한계

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맥락을 고려하면서 

그래프를 해석하고, 서로 다른 그래프로 변형하는 활동 등을 통해 각각의 그래

프가 가진 특성을 이해하고, 그래프로 표현된 통계 정보가 왜곡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지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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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통계적 소양과 맥락

수학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맥락의 중요성은 강조되어왔다. Nickson & 

Green(1996)은 평가에서 맥락이 제시되면 문항의 목표가 명확해지고, 학생들에

게 추론할 근거를 제공하면서 추론의 타당성을 느낄 수 있게 해주며, 학생들이 

자신의 사고를 통제(regulate)할 필요가 생기기 때문에 인지적 부담을 높인다고 

하였다. Van Den Heuvel-Panhuizen(2005)은 맥락이 적용된 문항은 학생들이 문

제의 목표를 빠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높으며, 비형식적 수준을 

포함한 다양한 풀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의 투명도(transparency)와 탄성

(elasticity)이 높다고 하였다. 

특히 Gal & Garfield(1997)는 맥락이 통계적 절차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의미의 원천이며, 결과를 해석하는 기준이 된다고 하며 통계에서 맥락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Mallows(1998)는 통계 조사를 통해 많은 자료를 수집하더라도 수집

된 자료가 문제에 대한 정보는 거의 포함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

하며, 자료와 실세계 문제의 연관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통계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계적 기법이나 정리가 

아니라 맥락을 적절하게 고려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강현영(2012)는 통계적 소

양에는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타인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되며, 이러한 

논증 과정은 맥락의 특성에 강하게 의존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통계 영역에서는 

맥락의 중요성이 보다 부각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절에서는 통계적 소양과 

맥락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Moore(1990)는 모든 시민을 위한 통계 교육을 강조하였으며, 그러기 위해 통

계 교육에서 맥락 속에서 자료를 분석하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자료는 맥락이 결부된 수이며, 맥락이 수학적 연산에 의미를 부여한다고 하였

다. 또한, 의미 있는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단순한 수학 계산보다 결과를 해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강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였다.

Gal(2000, 2002)은 제시된 자료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내서 통계적 주장

을 이해하게 되는데, 이때 자료의 맥락에 익숙하지 않을 경우 자료 수집과 해석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차와 변이의 원인을 파악하기 힘들다고 하였다. 즉, 

맥락에 대한 친숙도가 비판적인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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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cio(1987)는 정보화 사회에서 그래프를 이해하는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

며, 그래프를 이해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결과 

그래프의 내용, 즉 맥락에 대한 친숙함과 그래프를 이해하는 능력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Watson(2006)은 [그림 Ⅱ-2]와 같이 맥락에 대한 이해가 통계적 소양의 요소

에 포함된다고 하며, 맥락과의 친숙함이 상황을 보다 잘 인식하도록 도와준다고 

하였다. 맥락의 유형을 수학적이며 고립된 맥락, 학생들에게 친숙한 맥락, 매체

에서 제공되는 맥락 등 3가지로 나누었다. 학생들이 맥락에 익숙하지 않을수록, 

그리고 제공된 맥락이 복잡할수록 보다 높은 수준의 통계적 소양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요약하면, 통계에서 맥락은 자료에 의미를 부여하고, 통계 연산에 동기를 제

공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맥락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고 해석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차와 변이의 원인이 달라지며, 학생들이 자료를 해석할 때 

나타나는 통계적 소양의 수준은 맥락의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학생들의 통계적 소양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맥락이 적

용된 문항들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양한 맥락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PISA 평가틀(OECD, 2013)에서는 맥락을 개인, 직업, 사회, 과학 등 4가

통계적 소양

자료 수집 – 표집
표현

자료 요약
우연(chance)

추정

변이성

기본 소양 
능력들

맥 락 수학 및 통계적 능
력

과제 형식

과제 동기화

[그림 Ⅱ-2] 통계적 소양의 하위 요소들(Watson, 2006: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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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개인적 맥락은 개인이나 가족, 지인들의 활동에 초점

을 맞춘 맥락 유형으로, 쇼핑, 게임, 여행 등이 포함된다. 직업적 맥락은 직장

과 관련된 상황들로서, 회계, 품질관리, 설계 등을 포함한다. 사회적 맥락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문제의 초점이 지역사회, 국가 등의 공동체의 관점에 맞추어

져 있어야 하며, 사회적 맥락에는 투표나 공공 정책, 광고, 국가 경제 등이 포

함된다. 과학이나 공학, 수학과 관련된 상황들은 과학적 맥락으로 분류되며, 기

후, 약학, 유전자 등이 다루어진다. 

PISA 평가틀(OECD, 2013)은 4가지 유형의 맥락을 25%씩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

다고 하고 있으나, PISA 2012의 지필 평가에 출제된 통계 문항 가운데 14문항

(약 67%)이 사회적 맥락이 적용되었다(송미영 외, 2013). 이는 학생들이 일상에

서 접하게 되는 통계 자료의 대부분이 사회적 맥락이라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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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수능에서 통계적 소양을 평가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는 것을 목

표로 한다. 이를 위해 수능과 외국 대입시험 통계 영역의 각 문항에서 요구하는 

문제 해결 과정(OECD, 2013), 각 문항에서 활용한 표상, 각 문항에 적용된 맥락

의 유형(OECD, 2013)을 분석하고, 각 유형별 빈도를 확인하는 것을 통해 수능에

서 통계적 소양을 평가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가. 분석 대상

1. 한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능은 이전의 학력고사가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비판에 따라 단순한 지식 평

가를 지양하고 사고력 평가를 지향하는 시험으로 1993년에 도입되었으며(이만

근, 1996), 교육과정의 변화와 사교육 문제의 해결 등 사회적 요구에 따라 수차

례 개편되었다(전영주, 2013a).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에 따라 2014학년도 수능 개편안이 발표되었고, 최

근 치러진 3회의 수능은 이 개편안에 따라 시행되었다. 2014학년도 수능부터 세트

형 문항이 출제되는 등 일부 출제 체제의 변화가 있었다(전영주, 2013b). 본 연구

에서는 2014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의 수능 수학 A형과 B형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 일본의 대학 입시 센터 시험

일본의 대학입학시험은 독립 행정 법인 대학 입시 센터에서 하는 대학 입시 

센터 시험(이하 센터시험)과 대학별 고사로 나뉜다. 이 가운데 센터시험이 우리

나라의 수능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학에 따라 입시에 반영하는 방법과 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시험은 매년 1월 중순 이틀에 걸쳐서 시행된다.

수학은 수학1과 수학2 교과로 나뉘며, 수학1 교과에는 수학Ⅰ, 수학Ⅰ·수학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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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2개 과목이 있고 수학2 교과에는 수학Ⅱ, 수학Ⅱ·수학B, 공업수리기초, 부

기·회계, 정보관계기초 등 5개 과목이 있다. 학생들은 수학1 교과 또는 수학2 

교과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으며, 두 교과 모두 응시할 수도 있

다. 각 과목은 5문항 내외로 출제되며 하위 문항들도 출제된다. 시험 시간은 60

분이다.

일본은 2009년도에 교육과정이 개정되어 2014학년도 센터시험에 처음 적용되

었으며, 2014학년도 센터시험에는 개정 전 교육과정에 따른 시험과 개정 교육과

정에 따른 시험이 별도로 출제되었다. 2013학년도~2015학년도 센터시험에 출제

된 수학Ⅰ, 수학Ⅰ·수학A, 수학Ⅱ, 수학Ⅱ·수학B 등 4개 과목을 분석 대상으

로 하였으며, 2014학년도에 출제된 개정 전 교육과정 시험도 분석 대상에 포함

하였다.

3. 미국의 SAT

미국의 대입 전형은 매우 다양하다. SAT는 미국 4000여개의 대학과 교육기관

들로 이루어진 College Board에서 주관하는 대학입학시험으로, 미국에서 가장 

널리 쓰이며, 수능의 성격을 규정짓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이재학 외, 2004). 

1년에 7회 시험이 이루어지며, 학생들은 응시 횟수와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2016년 3월부터 개정 SAT가 시행되었으며, 모든 문항은 선택형과 단답형으로 출

제되었다. 수학은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과목과 사용할 수 없는 과목으로 나

누어 시행된다. 본 연구에서는 College Board에서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4회 분량의 practice test의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과목과 계산기를 사용할 

수 없는 과목 모두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4. 뉴질랜드의 NCEA

NCEA(National Certificates of Education Achievement)는 뉴질랜드에서 시행

되는 학습 성취도 국가자격증으로, 레벨1, 레벨2, 레벨3의 세 종류가 있다.  수

학은 대수, 기하, 측정, 수, 확률, 통계, 삼각법 등의 영역으로 나누어지며, 각 

영역에서 레벨별로 몇 가지 성취기준이 제시된다. 예를 들어, 통계 영역 1레벨

의 성취기준은 ‘통계 조사 주기를 사용하여 주어진 다변량 자료를 조사하기’, 

‘통계 조사 주기를 사용하여 주어진 이변량 자료를 조사하기’, ‘불확실성과 

자료에 대해 이해하기’ 등 3가지가 제시되어 있다. 각 성취기준에 따라 학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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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평가 또는 NZQA(New Zealand Qualifications Authority)에서 실시하는 외부

평가를 실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화된 대학입학시험 문항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외부평가 문항들만 분석하였다. 통계 영역의 성취기준 가운데 외부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레벨1의 ‘불확실성과 자료에 대해 이해하기’, 레벨3의 ‘통계

에 기초하여 보고서 평가하기’이며, 2014년과 2015년에 이들 성취기준을 평가

하기 위해 출제된 문항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5. 영국의 GCE A-level(Edexcel)

GCE A-level(General Certification of Education Advanced level)은 영국의 

대학입학자격시험으로, 영국은 일부 상위권 대학에서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지

만,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GCE A-level 점수를 요구한다. GCE A-level은 정부에

서 시험의 목표, 내용,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하고, 정부의 승인을 받은 별도의 

시행기관이 시행한다. 잉글랜드와 웨일즈, 북아일랜드는 5개 시행기관이 승인을 

받았으며, 스코틀랜드는 한 개 기관이 더 승인을 받았다. 총 6개 시행기관 가운

데, Pearson Edexcel에서 시행하는 시험의 응시자가 가장 많다.  

GCE A-level은 수준에 따라 AS-level(기본)과 A2-level(심화)로 나뉘며, 학생

들은 각 수준에서 Mathematics, Pure Mathematics, Further Mathematics 등 3개 

과정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응시한다. 각 과정의 시험 과목과 내용은 시행

기관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며, Edexcel에서 시행하는 GCE A-level(이하 Edexcel 

A-level)의 경우 수학 과목을 Core mathematics 1~4, Further Pure mathematics 

1~3, Mechanics 1~5, Statistics 1~4, Decision mathematics 1~2 등 18개 과목

으로 구분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4~2015년에 시행된 Edexcel A-level 

Statistics 1~4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6. 싱가포르의 CIE A-level

싱가포르의 대입시험은 싱가포르 시험 및 평가 위원회(Singapore Examination 

and Assessment Board, SEAB), 싱가포르 교육부 그리고 케임브리지 국제 시험

(The University of Cambridge International Examination, CIE)에서 공동으로 

주관하는 싱가포르-케임브리지 GCE A-level과 CIE에서 직접 주관하는 CIE 

A-level 시험이 모두 인정된다. 두 시험 모두 영국의 A-level 시험과 체제가 유

사하나, 과정 및 과목 구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CIE A-level의 경우 P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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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hematics 1~3, Mechanics 1~2, Probability and Statistics 1~2 등 7개 과목

으로 구분되며, 학생들이 선택한 과정에 따라 이들 가운데 일부 과목에 응시하

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2014년에 시행된 CIE A-level Probability and 

Statistics 1~2에 출제된 문항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7. 프랑스의 Baccalaureate

바칼로레아(Baccalaureate)는 프랑스의 대학입학자격시험으로, 일반 바칼로레

아(general baccalaureate), 전문 바칼로레아(professional baccalaureate), 기

술 바칼로레아(technological baccalaureate) 등 세 가지 유형의 바칼로레아가 

치러진다. 일반 바칼로레아는 다양한 과목으로 구성되는데, 과학, 경제 및 사회

과학, 문학 계열을 선택함에 따라 과목별로 다른 가중치가 부여되며, 과학 계열

과 경제 및 사회과학 계열을 선택할 경우 수학에 높은 가중치가 부여된다.

바칼로레아는 지역에 따라 시험 날짜와 문제가 다르며, 2015년에는 인도-폰디

체리, 레바논, 북미, 오세아니아-폴리네시아 제도, 아시아, 해외 각국 입시 센

터, 안틸레스 제도-기아나, 프랑스 본국, 노벨-칼레도니아, 남미 등 10개 지역

별로 시험이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13~2016년 6월 프랑스 본국에서 치러

진 일반 바칼로레아 과학 계열과 경제 및 사회과학 계열에 출제된 수학 문항들

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8. 독일의 Abitur

독일의 Abitur는 고등학교 졸업 시험과 대학입학자격시험의 성격을 띠며, 

Abitur에 합격한 학생들은 의과대학 등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 원하는 학과에 진

학이 가능하다. 시험은 주 단위로 시행되며, 일반적으로 grundkurs(기초과정)와 

leistungskurs(심화과정)로 나누어 출제된다. 본 연구에서는 2015~6년에 시행된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주에서 시행된 Abitur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베를린-브

란덴부르크 주에서 시행하는 Abitur는 그래픽, 미적분을 자동으로 계산하는 기

능 등이 없는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다. grundkurs는 210분, leistungskurs는 

270분간 치러지며, grundkurs와 leistungskurs 모두 3문항씩 출제되었다. 해석

학, 해석기하학, 추계학(stochastic) 영역에서 각각 1문항씩 출제되었으며, 각 

문항은 2개의 하위 문항으로 구성되고, 학생들은 하위 문항 가운데 하나를 선택

하여 해결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5년과 2016년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주에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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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된 Abitur grundkurs와 leistungskurs에 출제된 추계학 문항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9. 스웨덴의 Högskoleprovet

Högskoleprovet은 2011년 가을에 시작된 스웨덴의 대학입학시험으로, 1년에 

두 차례 치러진다. 시험은 수학(quantitative part)과 언어(verbal part)로 나

뉘어 각각 80문제가 출제된다. 수학은 산술, 대수, 기하, 함수 이론, 통계 등에

서 출제되며, 문제 해결, 양적 비교, 주어진 도표와 표 등을 해석하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판단하기 등의 능력을 측정한다. 본 연

구에서는 2014년 봄, 가을, 2015년 봄에 출제된 수학 시험을 분석 대상으로 하

였다.

10. 핀란드의 Ylioppilastutkinto

Ylioppilastutkinto는 1년에 두 차례 치러지는 핀란드의 고등학교 졸업 시험 

겸 대학입학자격시험으로, 대학입학시험위원회(Matriculation Examination 

Board)에서 주관한다. 모국어(핀란드어 또는 스웨덴어)는 필수 과목이며, 제2언

어와 외국어, 수학, 현안에 대한 논술(reaali) 가운데 3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수학은 lyhyt(short, ordinary)와 pitka(long, advanced)의 두 수준 가운데 선

택하여 응시할 수 있으며, 15 문항이 출제되고 10문제 이상에 답하여야 한다. 

시험은 각 학교에서 치러진다. 상대평가를 통해 7 등급으로 나눠지며, 최하위 

등급을 받을 경우 대학입학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채점은 학교 교사와 위원회

가 모두 실시하고, 교사와 위원회의 채점 결과가 다를 경우 위원회가 재채점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최종 점수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4년 가을부터 2016년 봄까지 시행된 Ylioppilastutkinto 

Matematiikan koe lyhyt oppimaara와  Matematiikan koe pitka oppimaara를 분

석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대상 국가들은 모두 PISA 2012에 응시하였으며, PISA 2012의 수학 영역

과 불학실성 및 자료 영역의 순위는 [그림 Ⅲ-1]1)과  같다. 수학 성취도에서 

1) 송미영 외(2013)에 제시된 각 국가별 PISA 2012 수학 영역과 불확실성과 자료영역 순위
를 참고하였으며, 순위가 범위로 표시된 경우 중간값을 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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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와 한국, 일본, 핀란드, 독일, 뉴질랜드는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성취

를, 프랑스와 영국은 OECD 평균 수준의 성취를, 미국, 스웨덴은 OECD 평균에 비

해 낮은 성취를 보였다. 불확실성과 자료 영역에서의 성취도는 싱가포르와 한

국, 일본, 핀란드, 독일, 뉴질랜드가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성취를, 프랑스와 

영국, 미국은 OECD 수준의 성취를, 스웨덴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성취를 나

타내었다. 특히 미국과 영국, 스웨덴, 뉴질랜드는 수학 성취도 순위에 비해 불

학실성과 자료 영역의 성취도 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현재 출제되는 수능 통계 문항이 통계적 소양을 평가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외국 대학입학시험 출제된 통계 문항과의 비교를 통해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문항에서 통계 자료 또는 통계 조사 상황이 제시된 경

우만을 통계 문항으로 분류하고, 그 이외에 단순하게 정규분포 등 확률변수를 

사용한 확률 계산을 요구하는 문항은 확률 영역의 문항으로 판단하고, 분석 대

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림 Ⅲ-1] 분석 대상 국가의 PISA 수학 영역 및 불확실성과 자료 영역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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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석 방법

1. PISA 문제 해결 과정 분석틀

PISA 2012에서는 수학적 모델링을 반영하여 맥락이 사용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형식화하기, 적용하기, 해석 및 평가하기 등 3개 과정으로 구분하였다

(임해미, 2013). 형식화하기 과정은 문제의 맥락 속에서 수학적 구조를 발견하

고, 수학적으로 구조화하여 수학적 문제로 형식화하는 단계이며, 제시된 수학적 

구조가 문제 상황에 적절한지 판단하는 것을 포함한다. 적용하기 과정은 수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학적 개념, 사실 등을 활용하여 수학적 해답을 도출하

는 단계이다. 마지막 해석 및 평가하기 과정은 수학적 해답이 문제의 맥락 속에

서 해석하고, 적절한지 판단하는 단계이다. 단, PISA 평가틀(OECD, 2013)에서는 

모든 평가 문항에서 형식화하기, 적용하기, 해석 및 평가하기의 세 과정을 모두 

요구할 필요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위 내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 기준을 마련하였다.

 하위 문항이 출제된 경우, 하위 문항별로 분석한다.

 한 문항에서 복수의 문제 해결 과정을 요구할 수 있다.

 문제 상황에서 수학적 구조를 발견해야 하거나, 혹은 주어진 수학적 구조가 문

제 상황에 적절한지 확인해야 하는 문항은 형식화하기 과정으로 분석한다.

 맥락이 적용되지 않은 문항과 수학적 해답을 구할 필요가 있는 문항은 적용하기 

과정으로 분석한다.

 문제 상황 속에서 수학적 해답의 의미를 확인하거나, 수학적 해답의 한계 또는 

적절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문항은 해석 및 평가하기 과정으로 분석한다.

 제공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형식화하기 과정으로,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본

인의 의견을 덧붙여야 할 경우 해석 및 평가하기 과정으로 분류한다.

2. 표상 분석틀

정의섭(2006)에 따르면, 막대그래프는 거의 모든 종류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

으며, 원 그래프는 적은 수의 범주들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것

에 유용하다. 또, 꺽은 선 그래프는 시간에 따른 변화 추이를 나타내기에 용이

하며, 표는 정확한 수치를 나타내기에 좋다. 

이영하(2014)는 그래프를 사용하는 데에는 어떤 표현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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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를 확인하는 데에는 막대그래프(히스토그램)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

이고 편리하다. 꺾은선 그래프는 시간에 따른 변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에 유

용하며, 여러 그래프를 하나의 그래프용지에 표현하기에도 용이하다. 원 그래프

와 띠그래프는 각 범주들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낼 때에 주로 사용된

다. 이러한 표현법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특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림표와 같이 스스로 그래프를 고안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박유진(2010)은 교과서 통계 영역에 제시된 통계 그래프에는 그림그래프, 막

대그래프, 꺾은선 그래프, 줄기-잎 그림, 비율 그래프, 히스토그램, 상관도 등

이 있다고 하였다. 막대그래프는 자료들의 분포를 확인하기 좋으며, 히스토그램 

역시 막대그래프의 일종이라고 하였다. 줄기-잎 그림은 자료의 분포를 확인하면

서도 관측 값을 유지할 수 있다. 꺾은선 그래프는 변량의 변화를 확인하기 좋으

며, 비율 그래프에는 원 그래프와 띠그래프 등이 있으며 각 범주의 비율을 확인

하기 좋으나 절대적인 양을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그림그래프는 도수의 

크기를 그림을 이용하여 나타낸 것으로, 2차원 영역의 도수를 표현할 때 많이 

사용된다. 

이처럼 다양한 그래프는 각각 다른 특성을 나타낸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제에

서 활용한 그래프를 표, 막대그래프, 원그래프, 꺾은선 그래프, 상관도, 상자그

림, 그림그래프, 기타 등 7개 유형을 분류하였다. 히스토그램과 줄기-잎 그림은  

각 범주의 도수를 높이를 이용하여 나타내고 전체적인 분포를 확인하기에 좋다

는 점이 막대그래프와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같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띠그래

프 역시 전체에 대한 비율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원그래프와 유사하다고 판단되

어 같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각국 대입시험에서 각 유형의 그래프를 활용한 문항의 수를 비교하였으며, 대

문항을 기준으로 하였다. 미국의 SAT와 스웨덴의 Högskoleprovet 등 세트 형 문

항이 출제되는 시험의 경우, 세트 형 문항을 분석 단위로 하였다. 또, 계산을 

위해 제시되는 표준정규분포 표와 이항분포표 등은 제외하고, 통계 자료가 제시

된 표상만 분석하였다.

3. 맥락 분석틀

문항에 적용된 맥락이 학생들의 답안에 나타나는 통계적 소양의 수준에 영향

을 미치며(Gal, 2000; Gal, 2002; Watson & Callingham, 2003; Watso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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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맥락이 통계의 의미를 생성한다는 점(Moore, 1990)을 고려할 때, 통계적 

소양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맥락이 활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PISA 평가틀(OECD, 2013)을 활용하여 4가지 유형의 맥락이 

고르게 활용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더불어, 맥락이 적용되지 않은 통계 문항의 

비율도 확인하였다. 

맥락은 문제가 배경으로 하는 세계로서, PISA 평가틀(OECD, 2013)에서는 맥락

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학생 자신이나 가족, 지인들의 활동에 초점을 맞

추고 있는 경우 개인적 맥락으로, 지역사회나 국가 등 공동체의 관점에서 표현

된 경우 사회적 맥락으로 분석하였다. 직장에서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상황은 직

업적 맥락으로 분석하였으며, 기후나 의학, 측정 등 과학, 기술, 공학과 관련된 

주제는 과학적 맥락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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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학적 문제 해결 과정

각국의 대입시험 통계 문항에서 요구하는 수학적 문제 해결 과정을 분석한 결

과는 <표 Ⅳ-1>과 같다. 수능과 독일 Abitur에는 적용하기 과정을 요구하는 문

항만 출제되었으며, 싱가포르 CIE A-level과 스웨덴 Högskoleprovet에도 해석 

및 평가하기 과정을 요구하는 문항이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Baccalaureate와 핀란드 Ylioppilastutkinto에는 형식화하기 과정을 요구하는  

문항이 출제되지 않았다. 일본 센터시험과 미국 SAT, 뉴질랜드 NCEA와 영국 

Edexcel A-level에는 형식화하기, 적용하기, 해석 및 평가하기 과정을 요구하는 

문항이 모두 출제되었으며, 특히 뉴질랜드 NCEA에서는 해석 및 평가하기 과정을 

요구하는 문항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래에는 각 문제 해결 과정을 요

구하는 문항의 특징을 잘 드러낸 문항들을 제시하였다.

형식화하기 적용하기
해석 및 
평가하기

총 문항수

대한민국 수능 0(0) 7(100) 0(0) 7(100)
일본 센터시험 5(23.8) 14(66.7) 3(14.3) 21(100)
미국 SAT 5(18.5) 15(55.6) 7(25.9) 27(100)
뉴질랜드 NCEA 3(5.4) 16(29.1) 41(74.5) 55(100)
영국 Edexcel A-level 9(11.7) 58(75.3) 12(15.6) 77(100)
싱가포르 CIE A-level 2(18.1) 9(81.8) 0(0) 11(100)
프랑스 Baccalaureate 0(0) 16(88.9) 2(11.1) 18(100)
독일 Abitur 0(0) 8(100) 0(0) 8(100)
스웨덴 Högskoleprovet 15(24.2) 47(75.8) 0(0) 62(100)
핀란드 Ylioppilastutkinto 0(0) 8(88.9) 1(11.1) 9(100

<표 Ⅳ-1> 수학적 문제 해결 과정 분석 결과                   단위: 문항(%)

형식화하기 과정을 요구하는 문항의 예시로 SAT Practice test1 4.calculator 

7번 문항, 2014 Edexcel A-level의 Statistics3 1-(c) 문항과 2014 C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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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vel의 Statistics2 4-(1) 문항 등 3개 문항을 선정하였다.

SAT Practice test1 4.calculator 7번 

0
2
4
6
8
10

A B C D E

5개 도시에서 옥상에 태양광 패널이 서리된 수가 위 그래프와 

같다. 설치된 전체 수가 27,500개일 때, 그래프의 세로축에 적

절한 표시(label)는 무엇인가?

가) 설치된 수(단위 10)         나) 설치된 수(단위 100)

다) 설치된 수(단위 1000)       라) 설치된 수(단위 10000)

2014 Edexcel A-level S3 1-(c)문항

신발 디자인을 전공한 대학 강사가 자신의 실제 업무 방법을 

변화시키고자 한다.

그녀는 75명의 수강생으로부터 아이디어를 모으기로 하고, 임

의로 선택된 8명의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주려고 계획하였다.

(c) (i) 그녀가 사용해야하는 표집 방법을 설명하여라.

   (ii) 그녀가 표본을 얻기 위해서 난수표를 사용해야 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하여라.

2014 CIE A-level S2 4-(1)문항

어떤 특정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의 비율은 평균 1000명 가운데 

1명이다. 어떤 국가에서 3500명의 표본이 임의 추출되었고, X

명이 그 유전자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i) X의 분포를 설명하고, 적절한 근사 분포를 설명하여라. 각

각의 경우 모든 모수를 제시하고, 근사 분포를 선택한 이유를 

정당화 하여라.

[그림 Ⅳ-1] 형식화하기 문항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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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 Practice test1. 4.calculator 7번 문항은 원자료를 막대그래프라는 수학

적 표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제시된 표상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지 확

인하는 것으로, 형식화하기 과정을 평가하는 문항이라 생각된다. 2014 Edexcel 

A-level S3 1-(c) 문항은 자신의 업무 개선을 위한 설문 조사라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설문 조사를 위해 적절한 표집 방법을 택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4 

CIE A-level S2 4-(1) 문항은 표본이 추출되었을 때 표본의 분포를 예상하고, 

적절한 근사 분포를 택하도록 하고 있다. 두 문항 모두 제시된 문제 상황에 적

절한 통계적 구조를 발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2014 Edexcel 

A-level S3 1-(c) 문항과 2014 CIE A-level S2 4-(1) 문항은 타당한 통계적 주

장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다루고 있다. 이는 통계 정보의 소비자 입장에서 

통계적 주장을 평가할 때에도 필요한 요소이며, 따라서 통계적 소양을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적용하기 과정을 요구하는 문항의 예시로는 2016 학년도 수능B형(짝수) 16번 

문항, 2015 센터시험 수학Ⅰ4-2-2 문항과 2014 Edexcel A-level S2 5-(a)번 

문항 등 3개 문항을 선정하였다.

2016 학년도 수능B형(짝수) 16번 문항은 전형적인 수능 통계 영역의 문항이

다. 이 문항에서는 모집단과 분포가 정규분포라는 것을 제시하고 표준정규분포 

표를 이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정규분포를 표준정규분포로 변환해야 한다는 것

을 제시하고 있다. 즉,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수학적 구조를 제시

하고 있으며,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은 표준정규분포 표를 이용하여 계산한 확률 

값이다. 따라서 학생이 주어진 문제 상황에서 수학적 구조를 발견하거나, 정당

화할 필요가 없으며, 계산한 수학적 해답의 의미를 맥락 속에서 다시 해석할 필

요 역시 없다. 2015 센터시험 수학Ⅰ4-2-2 문항은 기존의 자료에 새로운 자료

가 추가되는 경우, 공분산과 상관계수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으로, 통계량의 특

성에 대한 지식을 묻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14 Edexcel A-level S2 5-(a) 

문항은 맥락이 적용되지 않은 문제로 적용하기 과정을 다루고 있다. 

센터시험 수학Ⅰ 4-2-2 문항은 통계량의 특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는 통계

량이 의미하는 바와 그 한계를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며, 2014 

Edexcel A-level S2 5-(a) 문항은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근사시킬 수 있는 조

건을 확인하는 것으로, 정규분포로 근사하여 도출한 통계적 주장의 타당성을 확

인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이다. 즉, 이 두 문항은 적용하기 과정을 다루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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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통계적 소양을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016학년도 수능 B형(짝수) 16번 문항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과자 1봉지의 무게는 평균이 

, 표준편차가 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공장에서 생산된 과자 중 임의로 선택한 과자 1봉지의 

무게가  이상이고  이하일 확률을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 표를 이용하여 구한 것은?

①   ②   ③   ④   ⑤ 

2015 센터시험 수학Ⅰ4-2-2번 문항

[2]어느 고등학교 2학년 40명에게 각각 핸드볼 던지기를 2회씩 실시하고, 

비거리를 데이터를 얻었다. 다음 그림2 는 1회차의 데이터를 가로축에, 2

회차 데이터를 세로축에 나타낸 산포도이다. 또한, 1명의 학생이 결석하여 

39명의 데이터이다.

(공분산은 1회차의 편차와 2회차 편차의 

곱의 평균이다.)

(2)다음 자 에 적절한 것을, 아래 ~에서 선택하여라.

결석한 학생에 대해서, 다른 날에 똑같이 핸드볼 던지기 기록을 2회 측정

하였다. 1회차 기록은 24.7m, 2회차 기록은 26.9m였다. 이 학생의 기록을 

합하여 계산한 새로운 공분산을 A, 원래 공분산을 B, 새로운 상관계수를 

C, 원래 상관계수를 D라 하자. A와 B의 대소 관계, C와 D의 대소 관계에 

대해 자 가 성립한다. 

A>B, C>D   A>B, C=D   A>B C<D   A=B, C>D   A=B, C=D

A=B, C<D   A<B, C>D   A<B, C=D  A<B, C<D

2014 Edexcel A-level S2 5-(a)번 문항

정규분포를 이항분포의 근사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말하여라.

  ≤ ≤

 

 

 

 

평균값 중앙값 분산
표준
편차

1회차 24.70 24.30 67.40 8.21
2회차 26.90 26.40 48.72 6.98

1회와 2회의 공분산 54.30

[그림 Ⅳ-2] 적용하기 문항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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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및 평가하기 과정을 요구하는 문항들 가운데 SAT practice test2, 

4.calculator 13번 문항, SAT practice test3, 4. calculator 15번 문항, 2014 

NCEA Demonstrate understanding of chance and data 2-b(2)문항, 2014 NCEA 

Demonstrate understanding of chance and data 3-b(3)문항 등 4개의 에시를 선

정하였다.

SAT practice test 2, 4.calculator 13번 문항

한 연구자가 지역 주민들이 스포츠 경기를 TV로 시청하는 것과 경기장에

서 관람하는 것 가운데 선호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하였다. 

연구자는 토요일에 지역 음식점에 방문한 117명에게 물었고, 그 가운데 7

명이 응답을 거부하였다. 다음 중, 이 지역의 주민들이 선호하는 스포츠 

경기를 보는 방법에 대한 결론의 신뢰도를 낮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인가?

가) 표본의 크기                 

나) 모집단의 크기

다) 응답을 거부한 사람의 수     

라) 설문이 이루어진 장소

SAT practice test 3, 4.calculator 15번 문항

치료X 가 시력 개선에 효과적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연구가 실행되었다. 

저시력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진 큰 모집단으로부터, 300명의 참여자가 

임의로 선택되었다. 참여자의 절반이 치료X 를 받기 위해 임의로 정해졌

고, 다른 절반은 치료X 를 받지 않았다. 데이터는 치료X 를 받은 참여자가 

치료X 를 받지 않은 참여자에 비해 유의미하게(significantly) 시력이 개

선되었다고 보여주었다. 연구의 계획과 결과에 근거하여, 적절한 결론은 

어느 것인가?

A) 치료X 는 저시력을 가진 사람들의 시력을 개선할 것 같다(is likely 

to).

B) 치료X 는 모든 다른 이용 가능한 치료들보다 시력을 더 잘 개선한다. 

C) 치료X 는 치료를 받은 사람 누구라도(anyone) 시력을 개선할 것이다.

D) 치료X 는 시력의 상당한 개선을 불러올 수(cause) 있을 것이다.

[그림 Ⅳ-3] 해석 및 평가하기 문항 예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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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 practice test 2의 4.calculator 13번 문항은 해석 및 평가하기 과정으로 

분석된 예이다. 이 문항은 한 연구자가 통계 조사로부터 내린 결론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해석하여 통계 조사방법이 적절한 지를 평가할 것을 요구한다. 수치로 

제시된 것이나 통계조사는 과학적인 방법일 것이라는 순진한 믿음으로 결론을 

검증 없이 수용하는 것을 경계하도록 하고, 통계 조사 방법의 한계점, 즉 수학

적 해답을 얻기 위한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도록 하는 문항이다. 특히 이 문항

은 통계 조사에서 표집 방법에 따라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다루고 있다. 즉, 표본 대표성(sample representativeness)과 표집 변이성

(sampling variability)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 두 개념은 

표본 조사에서 핵심적인 개념이며(구나영, 탁병주, 강현영, 이경화, 2015), 표

집 변이성에 대한 이해는 통계적 소양의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Watson, 2006). 

즉, 이 문항은 통계 조사 결과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통계적 소양을 평가하고 

있으며, 더불어 표집 변이성에 대한 이해를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SAT practice test 2의 4.calculator 13번 문항과 달리 SAT practice 

test 3의 4.calculator 15번 문항에서는 통계 조사가 적절한 방법으로 시행된 

것을 가정하고, 조사 결과를 적절하게 해석했는지를 묻고 있다. 선택지 B, C, D

에 조사 결과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주장을 제시하여, 적절하게 이루어진 통

계 조사를 바탕으로 한 주장도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즉, SAT practice test 2의 4.calculator 13번 문항은 조사 방법에 대한 의문

을 제기하여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 SAT 

practice test 3의 4.calculator 15번 문항은 조사 결과를 적절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표 Ⅳ-9>에 제시된 두 문항에서는 이미 제기된 주장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

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표 Ⅳ-10>에서 제시된 문항들은 자료를 직접 해석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14 NCEA Demonstrate understanding of chance and 

data 2-b(2) 문항과 3-b(3) 문항은 모두 제시된 그래프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거나, 의사결정의 근거로 삼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통계 영

역의 교육 목표인 ‘합리적인 의사 결정하는 통계적 소양(교육부, 2015: 98)’

을 기르는 것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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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NCEA Demonstrate understanding of chance and data 2-b(2)

2. Levi는 www.basketball-refernce.com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두 프

로 농구 선수의 통계를 찾았다.  

(b)Levi는 또 경기당 평균 득점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만들었다.(시즌 

평균)

(ii)이 그래프를 이용하여 LeBron의 다음 5 시즌에 대해 예측할 수 

있겠는가?

2014 NCEA Demonstrate understanding of chance and data 3-b(3)

(b) 학교 축제에서, 농구장에서 3번의 슈팅기

회를 제공하는 게임이 진행되었다.

 참가비는 2달러이다.

 3번 모두 성공할 경우 상금은 10달러이다.

 한 번이라도 실패할 경우 상금은 없다.

Levi는 축제기간동안 이 게임을 녹화하였다.

그는 각 사람이 3번의 슛에서 성공한 횟수를 

녹화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iii) 내년 축제에서 이 게임을 운영하게 되었

다면, 이 게임의 수익을 예상하는데 있어서 이 

자료는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통계적 아이디어를 사용하여 답을 설명하여라.

[그림 Ⅳ-4] 해석 및 평가하기 문항 예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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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표상

각국의 대입시험에서 활용하는 표상을 분석한 결과는 <표 Ⅳ-11>와 같다. 표

가 가장 많이 활용된 표상이었으며, 막대그래프와 상관도, 꺾은선 그래프 역시 

많이 활용되었다. 국가별로는, 스웨덴의 Högskoleprovet과 뉴질랜드의 NCEA가 

다양한 표상들을 활용하였으며, 일본의 센터시험, 미국의 SAT와 영국의 Edexcel 

A-level에서도 표상이 활용된 문항들이 다수 출제되었다. 반면, 한국의 수능, 

싱가포르의 CIE A-level, 프랑스의 Baccalaureate, 독일의 Abitur, 핀란드의 

Ylioppilastutkinto 등에서는 표상이 거의 활용되지 않았으며, 특히 수능의 

경우 표상이 전혀 활용되지 않았다.

한국의 수능에 출제된 문항들은 <표 Ⅳ-3>에 제시된 것처럼, 지문에서 모집단

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할 뿐, 별도의 표상을 활용하여 자료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일본의 센터시험에 출제된 통계 문항 6개 가운데, 4개 문항에서 표상을 활용

하였으며, 표와 상관도, 히스토그램, 박스 그림 등이 활용되었다. 특히, 4개 문

항 모두 2개 이상의 표상을 활용하였으며, <표 Ⅳ-7>에 제시된 문항들과 같이, 

원자료를 수학적 표상으로 표현하거나, 수학적 표상들 사이의 변환을 요구하는 

문항들이 출제되기도 하였다.

2) 도수분포표와 줄기-잎 그림 포함
3) 그림그래프, 기타.

표
히스토그램과 
막대그래프2)

원
그래프

상관도 
꺽 은 선
그래프

상자
그림

기타 총 문항수

수능 0(0) 0(0) 0(0) 0(0) 0(0) 0(0) 0(0) 7(100)
센터시험 3(50.0) 3(50.0) 0(0) 3(50.0) 0(0) 2(33.3) 0(0) 6(100)
SAT 7(31.8) 3(13.6) 0(0) 5(22.7) 1(4.5) 0(0) 0(0) 22(100)
NCEA 4(33.3) 4(33.3) 1(8.3) 2(16.7) 3(25.0) 1(8.3) 0(0) 12(100)
Edexcel A-level 7(31.8) 2(9.0) 0(0) 0(0) 0(0) 0(0) 0(0) 22(100)
CIE A-level 1(14.3) 1(14.3) 0(0) 0(0) 0(0) 0(0) 0(0) 7(100)
Baccalaureate 1(16.7) 0(0) 0(0) 0(0) 0(0) 0(0) 0(0) 6(100)
Abitur 1(16.7) 0(0) 0(0) 0(0) 0(0) 0(0) 0(0) 6(100)
Högskoleprovet 8(33.3) 7(29.2) 2(8.3) 1(4.2) 6(25.0) 0(0) 23)(8.3) 24(100)
Ylioppilastutkinto 1(16.7) 1(16.7) 0(0) 0(0) 0(0) 0(0) 0(0) 6(100)
합계 33 21 3 11 10 3 2

<표 Ⅳ-2> 표상 활용 현황                               단위: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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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센터시험 수학Ⅱ 수학B 5-2번 문항
아래 표는 어떤 반 학생 9명을 대상으로 한 영어와 
수학 시험(각 20점 만점)의 점수를 나타낸 것이다. 시
험 점수는 정수 값이다. 또한, 표의 값들은 모두 참값
으로, 반올림하지 않았다.
이하, 소수의 형태로 답하고, 지정된 자리수를 넘는 
경우 반올림하여 답하여라. 지정된 자리수보다 적은 
경우 빈 칸에 표시를 할 것.
(2) 9명의 영어와 수학 점수의 상관도(산포도)로 적절
한 것은 하 이다. 하 에 해당하는 것을 다음 
~가운데 하나 선택하라.

영어 수학
학생1
학생2
학생3
학생4
학생5
학생6
학생7
학생8
학생9

9
20
18
18
A
18
14
15
18

15
20
14
17
8
C
D
14
15

평균 16.0 15.0
분산 B 10.00

상관계수 0.500

[그림 Ⅳ-5]> 센터시험 표상 활용 문항 예시

SAT practice test3, 4.calculator 20번 문항

 Michael은 18일 동안 매일 2,000yards를 수영했다. 위의 산점도는 매일 수영한 시간
에 대해 수영을 한 이후 심장박동 수를 보여준다. 34분 동안 수영한 것에 대해, 
Micahel의 실제 심장박동 수는 모델링 직선에 의해 예견된 비율보다 분당 심장박동수가 
약 얼마나 더 낮은가?
A )  1      B )  2      C )  3      D )  4 

수영 시간(분) 대 심장박동 수 

[그림 Ⅳ-6] SAT 표상 활용 문항 예시  



- 37 -

 미국의 SAT에 출제된 통계 문항 22개 가운데 16개 문항이 표상을 활용하여 

자료를 제시하였으며, 막대그래프와 표, 꺽은선 그래프와 상관도 등이 활용되었

다. 특히 <표 Ⅳ-8>과 같이, 상관도가 제시될 경우 최적선이 함께 제시되는 경

우가 많았다.

영국의 Edexcel A-level의 경우 22개 통계 문항 가운데 8개 문항에서 표상을 

활용하여 자료를 제시하였다. 대부분 문항에서 표를 활용하였으며, 줄기와 잎 

그림이나 도수분포표를 활용한 경우도 있었다.

뉴질랜드의 NCEA에 출제된 통계 문항 12개 가운데 10개 문항에서 표상을 활용

하여 자료를 제시하였으며, 표와 꺽은선 그래프, 막대그래프, 박스 그림, 산점

도 등이 활용되었다. 일부 문항에서 복수의 표상을 활용하였으나, 표상 사이의 

변환을 요구하는 문항을 출제되지 않았다.  <표 Ⅳ-10>에 제시된 것처럼, 단순

히 그래프로 표현된 수치를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래프를 해석하여 새

2014 Edexcel A-level S1 1번 문항
Greenslax와 Penville에서 각각 35명의 집주인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나이를 기
록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줄기와 잎 그림으로 요약되었다.

 Key: 7|3|1 Greenslax의 평균은 37세, Penville의 평균은 31세
아래 표에 위 두 분포의 사분위수를 나타내었다.

a) 와 값을 찾아라.

Greenslax Penville
아래 사분위수   31
중간값  64 39
위 사분위수   55

[그림 Ⅳ-7] Edexcel A-level 표상 활용 문항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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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정보를 만드는 능력을 요구하는 문항들이 다수 출제되었다.

프랑스의 Baccalaureate와 독일의 Abitur에는 표를 활용하여 자료를 제시한 

문항이 각각 1문항씩 출제되었으며, 핀란드의 Ylioppilastutkinto에서는 표와 

도수분포표를 활용한 문항이 각각 1문항씩 출제되었다.

한편, 스웨덴의 Högskoleprovet에서는 가장 많은 수의 통계 문항이 출제되었

으며, 가장 다양한 종류의 표상이 활용되었다. 표와 막대그래프, 꺽은선 그래

프, 원그래프, 상관도, 그림그래프, 도식 등이 활용되었다. 또한, <표 Ⅳ-10>에 

제시된 문항과 같이, 스웨덴 국가 통계 자료를 그대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표 Ⅳ-11>에 제시된 2014 spring Högskoleprovet Test session1 39

번 문항과 같이, 그래프에서 수치를 읽어내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그래

프를 해석하여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요구하는 문항은 출제되

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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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Spring Högskoleprovet Test Session 2 32-34번 문항
면허 소지자
2006년 면허 종류 및 성별에 따른 면허 소지자 수
A1:원동기 A:오토바이 B:승용차 C:대형트럭 D:버스 E:견인차

면허 종류 연령 합계

합계
남
여

[그림 Ⅳ-8] Högskoleprovet 표상 활용 문항 예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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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spring Högskoleprovet Test session1 39번 문항
Ardenner 종마가 가장 많이 태어난 두 
곳을 확인하여라. 두 지역에서 태어난 
Ardenner 종마는 몇 마리인가?
A. 50 B. 70
C. 90 D. 110

2015 spring Högskoleprovet Test session2 30번 문항

얼마나 많은 sagtimmer가 fill로 만들어지는가?
A. 10%         B.20%         C.30%         D.40%

1932-1944에 스코네 주에서 태어난 것으로 등록된 종
마의 수. 점의 크기는 종마의 수를 나타내며, 점의 색
은 종마의 종류를 나타낸다.

[그림 Ⅳ-9] Högskoleprovet 표상 활용 문항 예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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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맥락 유형

각국 대입시험에 출제된 문항에 적용된 맥락 유형을 분석한 결과는 <표 Ⅳ

-17>과 같다. 대부분 국가에서 사회적 맥락이 가장 많이 적용되었으며, 직업적 

맥락과 과학적 맥락 역시 많이 적용되었다. 다른 국가의 대학입학시험과 달리 

일본의 센터시험에는 개인적 맥락이 적용된 문항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실생활 
맥락 없음

개인적 
맥락

직업적 
맥락

사회적 
맥락

과학적 
맥락

총 
문항수

한국 수능 2(28.6) 0(0) 2(28.6) 2(28.6) 1(14.3) 7(100)
일본 센터시험 1(16.7) 3(50) 0(0) 0(0) 2(33.3) 6(100)
미국 SAT 0(0) 1(4.5) 1(4.5) 13(59.1) 7(31.8) 22(100)
뉴질랜드 NCEA 0(0) 1(8.3) 2(16.7) 5(41.7) 4(33.3) 12(100)
영국 Edexcel A-level 3(13.6) 1(4.5) 5(22.7) 8(36.4) 5(22.7) 22(100)
싱가포르 CIE A-level 0(0) 0(0) 3(42.9) 1(14.3) 3(42.9) 7(100)
프랑스 Baccalaureate 0(0) 0(0) 4(66.7) 2(33.3) 0(0) 6(100)
독일 Abitur 0(0) 1(16.7) 0(0) 5(83.3) 0(0) 6(100)
스웨덴 Högskoleprovet 4(16.7) 0(0) 0(0) 19(79.2) 1(4.2) 24(100)
핀란드 Ylioppilastutkinto 0(0) 0(0) 2(33.3) 4(66.7) 0(0) 6(100)
합계 10 7 19 59 23

<표 Ⅳ-3> 적용된 맥락 유형 분석 결과                   단위: 문항(%) 

<표 Ⅳ-18>에는 실생활 맥락이 적용되지 않은 통계 문항들의 예시를 제시하였

다. 실생활 맥락이 적용되지 않은 문항들은 대부분 2016학년도 수능 A형 9번 문

항과 같이 계산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들이었다. 이처럼 단순한 계산 능력을 요

구하는 문항들은 통계적 소양을 평가하기에 다소 제한적이다. 반면, 함께 제시

한 2014 Edexcel A-level S4 6번 문항의 경우, 다양한 표본을 추출하고, 추정량 

가운데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하도록 하는 문항이다. 이는 표본조사를 근거로 

통계적 주장을 펼칠 때, 적절한 추정량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또는 통계적 주

장의 근거로 사용된 추정량이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

라 생각할 수 있다. 즉, 이 문항은 비록 실생활 맥락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통

계적 주장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통계적 지식을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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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대입시험에서 개인적 맥락이 적용된 문항은 총 7문항으로, 실생활 맥

락이 적용되지 않은 문항보다도 적게 출제되었다. 개인적 맥락은 개인이나 가

족, 친구들의 활동이나 일상생활과 관련된 문제 상황으로, 2014 NCEA 

Demonstrate understanding of chance and data 1-(b)번 문항이 그 예이다. 이 

문항은 Levi가 스스로 슛을 하고, 골이 들어갔는지 여부를 기록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즉 개인의 취미활동에 대한 문제 상황으로, 개인적 맥락으

로 분류하였다.

2016년 수능 A형 9번 문항
모표준편차가 14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인 표본을 임의 추출하여 구한 
표본평균을 라 하자.   일 때, 의 값은?
① 9     ② 1 6     ③ 2 5     ④ 3 6     ⑤ 4 9

2014 Edexcel A-level S4 6번 문항
(a) 모집단의 모수 의 추정량 의 표본 분포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
하여라.

(b) 가 의 편향된 추정량이라는 문장에서 알 수 있는 것을 설명하
여라.

모집단은 평균이 이고 분산이 이다.
모집단에서 표본  ⋯이 임의로 추출되었다.
⒞ 다음의 에 대한 추정량들의 편향을 각각 계산하여라.



        

         

  

(d) 위 세 추정량의 분산을 구하여라.

(e) 위 세 추정량 가운데
   (i) 가장 좋은 추정량은?
   (ii) 가장 나쁜 추정량은?
   이유도 함께 적을 것.

[그림 Ⅳ-10] 맥락이 적용되지 않은 문항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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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NCEA Demonstrate understanding of chance and data 1-(b)번 문항
문제1: 농구 슛
(b) Levi는 실험을 했다. 그는 슛을 하고, 득점을 했는지 여부를 기
록하였다. 그 기록은 아래와 같으며, 그래프도 함께 제시하였다.

슛 결과
총

득점
득점
비율

슛 결과
총

득점
득점
비율

1 득점 1 100 11 득점 7 64
2 X 1 50 12 득점 8 67
3 X 1 33 13 득점 9 69
4 X 1 14 X 9 64
5 득점 2 40 15 득점 10 67
6 득점 3 50 16 득점 11 69
7 득점 4 57 17 득점 12 71
8 득점 5 63 18 X 12 67
9 득점 6 67 19 X 12 63
10 X 6 60 20 득점 13 65

(i)Levi는 4번째 슛을 하고 나서 득점 비율을 기록하는 것을 깜빡했
다. 표를 완성하고, 이를 반영하여 그래프를 수정하여라.

(ii)실험을 바탕으로, 다음 슛(21번째 슛)에서 Levi가 득점할 확률은? 
이 확률이 맞다는 것에 얼마나 자신이 있는가? 통계적 아이디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답을 설명하여라.

[그림 Ⅳ-11] 개인적 맥락 문항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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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적 맥락으로 분류된 문항들은 총 19문항이 출제되었다. 직업적 맥락은 직

장과 관련된 상황들로서, 건설, 회계, 설계와 직장에서의 다양한 의사결정 상황 

등을 포함한다(OECD, 2013). <표 Ⅳ-20>에 제시된 2015학년도 수능 B형 11번 문

항과 2014 Baccalaureate Science 2번 문항은 모두 제품의 품질관리와 관련된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수능 문항의 경우 확률을 계산하는 것에서 

그친 반면, Baccalaureate 문항은 통계에 근거하여 의사 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

2015학년도 수능 B형(홀수형) 11번 문항
어느 공장에서 생산ㄴ되는 과자 1봉지의 무게는 평균이 75g, 표준편차
가 2g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공장에서 생산된 과자 중 임의로 
선택한 과자 1봉지의 무게가 76g 
이상이고 78g 이하일 확률을 오른
쪽 표준정규분포 표를 이용하여 구
한 것은?
①   ②   ③   ④   ⑤

2014 Baccalaureate Science 2번 문항
연구소에서 대규모 제약 설비를 운영한다.
1. 완성된 알약은 890~920mg 사이일 경우 합격된다. 알약의 무게
(mg)는 평균   , 표준편차   인 정규분포   를 따른다. 
a. 알약이 합격될 확률을 구하여라.(반올림하여  자리까지 나타내
어라)
b.    ≤  ≤   ≈ 가 될 양의 정수 를 구하여라.
( 자리에서 반올림)
2. 생산 라인은 최소한 97%의 합격률을 보이도록 설정되어있다. 조정
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1000개의 샘플을 추출하였다. 생산 규모
는 1000개를 복원추출로 볼 수 있을 만큼 크다. 검증 결과 1000개 가
운데 53개 알약이 불합격이었다. 이 실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험실의 
조정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 우리는 95% 분계점에서 점근적 변
동 구간을 사용할 수 있다.

  ≤  ≤ 

 

 

 

 

[그림 Ⅳ-12] 직업적 맥락 문항 예시



- 45 -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회적 맥락이 적용된 것으로 분류된 문항은 총 59문항으로, 가장 높은 비율

을 차지하였다. 사회적 맥락은 공동체에 주목한 문제 상황이다.  <표 Ⅳ-16>에 

사회적 맥락이 적용된 문항들의 예시를 소개하였다. 개인 역시 공동체와 관련된 

문제 상황에 참여할 수 있지만, 개인의 활동보다 공동체의 관점에 주목할 경우 

사회적 맥락으로 분류된다. 2014학년도 수능 B형 26번 문항의 경우, 주민 개개

인의 공원 이용 경험보다는 주민들 전체에서 공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주민의 

비율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맥락으로 분류하였다. 

2014학년도 수능 B형(홀수) 26번 문항
어느 도시의 중앙공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주민의 비율을 알아보기 위

하여 이 도시의 주민 중 명을 임의 추출하여 조사한 결과 50%가 이 중앙

공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이 결과를 이용하여 구한 이 도

시 주민 전체의 중앙공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주민의 비율에 대한 신뢰

도 95%의 신뢰구간이 이다.     일 때, 의 값을 구하시오. 

(단, 가 표준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일 때,  ≤   로 

계산한다.)

2014 Edexcel A-level S3 3번 문항
다수의 남성과 여성에게 자신이 행복한 정도를 ‘행복하지 않다.’, ‘행복
하다.’ ‘매우 행복하다.’ 로 나타내게 하였다.

행복
합계

행복하지 않다 행복하다 매우 행복하다

성별
남 9 43 34 86
여 13 25 16 54

합계 22 68 50 140

행복과 성별 사이의 관계에 대해 가설을 세우고, 유의수준 0.05에서 
검증하여라. 중간 과정을 명확히 보일 것.

[그림 Ⅳ-13] 사회적 맥락 문항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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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과학적 맥락이 적용된 문항은 총 23문항이 출제되어, 사회적 맥락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과학적 맥락에는 주로 온도나 길이를 측정하

는 상황이 주로 활용되었으며, 통계를 활용한 실험 상황이 활용되기도 하였다. 

SAT Practice test 4, 4.Calculator 23번 문항은 온도 측정에 관한 맥락이 적용

되었으며, 2014 Edexcel A-level S3 5번 문항과 <표 Ⅳ-4>에 제시된 SAT 

practice test 3, 4.calculator 15번 문항은 통계를 사용하는 실험에 관한 상황

이 적용되었다.

SAT Practice test4, 4.Calculator 23번 문항

아래의 표는 3월 같은 날의 도시 A와 도시 B의 높은 온도의 분포를 화씨

온도로 나타낸 것이다. 

도시 A                도시 B

온도(°F) 빈도
80 3
79 14
78 2
77 1
76 1    

온도(°F) 빈도
80 6
79 3
78 2
77 4
76 6

다음 중 이 21일 간의 주어진 자료에 대하여 옳은 것은?

A) 도시 A 온도의 표준편차가 더 크다.

B) 도시 B 온도의 표준편차가 더 크다.

C) 도시 A 온도의 표준편차는 도시 B의 것과 같다.

D) 이 도시들의 온도의 표준편차는 주어진 자료로는 계산할 수 없다.

2014 Edexcel A-level S3 5번 문항(일부)
한 연구소에서 유전자를 변형한 의 발아에 관한 실험을 하고 있다. 
그들은 120줄에 각각 7개의 씨앗을 심었다.
각 줄에서 발아한 씨앗의 개수를 기록하였다. 결과는 아래와 같다.

발아한 씨앗 수 0 1 2 3 4 5 6 7
관찰된 줄의 수 2 6 11 19 25 32 16 9

a) 이항분포가 적절한 모델인 2가지 이유를 적어라.
b) 이 표본에서 무작위로 선택된 씨앗이 발아할 확률이 0.6이라는 것
을 보여라.

[그림 Ⅳ-14] 과학적 맥락 문항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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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 미국, 뉴질랜드, 영국, 싱가포르, 프랑스, 독일, 

스웨덴, 핀란드 등 10개국 대입시험에 출제된 통계문항들의 문제 해결 과정

(OECD, 2013), 표상, 맥락 유형(OECD, 2013)을 분석하였다. 분석 국가들 가운

데, 싱가포르와 한국, 일본은 PISA 2012 수학 영역에서 최상위권의 성취를 나타

냈으며, 뉴질랜드와 영국, 미국, 스웨덴은 수학 영역 성취에 비해 불확실성과 

자료 영역 성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송미영 외, 2013).

각국 대입시험에 출제된 통계 문항에서 요구하는 수학적 문제 해결 과정을 분

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국 대입시험에서 통계적 주장에 대한 비판적 이해 능

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통계 문항에서 요구하는 문제 

해결 과정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적용하기 과정을 요구하는 문항들

을 가장 많이 출제하였다. 특히 한국의 수능과 독일 Abitur에는 적용하기 과정

을 평가하는 문항들만 출제되었으며 핀란드 Ylioppilastutkinto와 싱가포르의 

CIE A-level, 프랑스의 Baccalaureate 역시 적용하기 과정을 평가하는 문항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반면, 뉴질랜드의 NCEA는 해석 및 평가하기 과정을 평가

하는 문항 위주로 출제되었으며, 미국의 SAT 역시 해석 및 평가하기 과정을 평

가하는 문항이 다수 출제되었으며, 이러한 문항들을 통해 통계적 주장에 대한 

비판적 이해 능력을 직접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표 Ⅳ-2>

에 제시한 2014 Edexcel A-level S3 1-(c) 문항과 2014 CIE A-level S2 4-(1) 

문항, <표 Ⅳ-3>에서 제시한 2015 센터시험 수학Ⅰ 4-2-2 문항과 2014 Edexcel 

A-level S2 5-(a) 문항 등은 형식화하기와 적용하기 과정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분석되지만, 통계적 주장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통계적 지식을 확

인하는 문항들도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분석 대상국의 대입시험에 출제된 통계 문항에서 가장 많이 활용한 표상은 표

와 막대그래프였다. 상관도와 꺽은선 그래프 역시 비교적 많이 활용되었으며, 

원그래프와 상자그림, 그림그래프 등은 거의 활용되지 않았다. 국가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수능에서는 표상을 이용하여 자료를 제시하는 문

항이 전혀 출제되지 않았으며, 싱가포르의 CIE A-level, 프랑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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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calaureate, 독일의 Abitur 역시 거의 표상을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일본의 센터시험에 출제된 문항들은 표상을 활용할 때 둘 이상의 표상을 함

께 활용하였으며, 표상 사이의 번역을 요구하는 문항들이 출제되기도 하였다. 

스웨덴의 Högskoleprovet은 가장 다양한 표상을 활용하였다. 특히, 스웨덴 국가 

통계자료를 제시하는 문항이 많았는데, 이 때 문제 해결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자료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자료가 제시되는 경향이 있었다. 또, 자료를 분

석하여 새로운 정보를 창출해내기 보다는 제시된 정보를 정확히 읽어내는 능력

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문항들이 출제되었다. 반면, 뉴질랜드의 NCEA에 출제된 

문항들은 제시된 자료들을 해석하여 미래를 예측하거나 의사 결정할 것을 요구

하는 경우가 많았다.

각국의 대입시험 통계 문항에 적용된 맥락 유형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 맥락이 

적용된 문항이 가장 많이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학적 맥락과 직업적 맥락

이 적용된 문항 역시 다수 출제되었다. 과학적 맥락으로는 측정과 관련된 상황 또

는 통계 검증을 활용한 실험 상황이 주로 활용되었으며, 직업적 맥락에서는 제

품의 품질관리와 관련된 상황이 많이 활용되었다. 국가별 특징을 살펴보면, 미

국의 SAT와 독일의 Abitur, 스웨덴의 Högskoleprovet, 핀란드의 

Ylioppilastutkinto는 절반 이상의 문항에 사회적 맥락을 적용하였다. 반면, 일

본의 센터시험과 싱가포르의 CIE A-level, 프랑스 Baccalaureate에는 비교적 사

회적 맥락이 적용된 문항이 적게 출제되었으며, 특히 센터시험에는 사회적 맥락

이 적용된 문항이 전혀 출제되지 않았다. 한국의 수능과 뉴질랜드의 NCEA, 영국

의 Edexcel A-level은 비교적 다양한 유형의 맥락이 적용된 문항을 고르게 출제

하였다.

한편, 수능 통계 문항을 분석한 결과, 수능에 출제된 문항들은 적용하기 과정

만을 평가할 뿐만 아니라, 실생활 맥락이 적용된 문항들은 정규분포의 표준화와 

표준정규분포 표를 활용하여 해결하는 경우로 나타났다. 또한, 수학적 구조가 

매우 직접적으로 제시된 상태에서 수학적 해답만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맥락이 

문제 해결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었다. 그 결과, 수능에 출제된 통계 문항은 

통계적 소양을 평가하기보다는 정해진 유형의 문제풀이에 대한 반복연습 정도를 

평가하는 문항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실제로 이현승(2015)은 학생들과의 면

담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통계적 개념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상태로 계산 절차

에만 중점을 두고 문제를 푸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현재 수능에 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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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통계 문항을 통해서는 통계적 소양을 평가하는데 제한점이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수능이 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박경

미, 김동원, 2011; 이재학 외, 2004), 수업에서도 통계적 소양이 소홀하게 다루

어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학생들이 통계 영역을 어려워할 뿐만 아니라, 교

사와 예비 교사들조차 통계 단원에 대한 이해 또는 통계적 소양이 부족하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최민정, 이종학, 김원경, 2016; 최경호, 2010; Park, 

Park, Lee, & Lee, 2012). 또한, PISA 2012 결과보고서(송미영 외, 2013)에 따

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다른 영역에 비해 불확실성과 자료 영역에서의 정답률

이 낮으며, 해석 및 평가하기 과정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우리나

라 학생들은 통계 영역을 어려워하며, 특히 결과를 해석하고, 제시된 주장을 비

판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부 문항의 패

턴화와 일부 내용 영역에 편중된 출제는 많은 연구들(최경호, 2002; 박선제, 

2007; 남진영, 2011; 고지은, 2015)에서도 지적되어 온 문제점이다. 기존의 연

구들에서는 서답형을 출제하는 것과 같이 문항의 형식과 출제 체제의 변화를 통

한 새로운 유형 개발을 통해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하였다(조윤동, 남진영, 고호

경, 2009; 서보억, 남진영, 2010; 이재학 외, 2004). 하지만 문항 형식의 변화

로 충분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소양 평가를 시행하는 것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

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선행 연구에 의하면, 통계적 주장에 대한 비판적 이해 능

력이 통계적 소양에서 가장 핵심적인 능력이며, 통계 자료를 제시하는 표상과 

통계 조사가 이루어진 맥락이 학생들이 문제 해결에서 나타내는 통계적 소양의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Gal, 2000; Curcio, 1997; Watson, 2006). 연구 결과, 수

능에서 통계적 소양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비판적 이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통계적 소양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제시된 통계적 주장을 비판적

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다(Wallman, 1993; Gal, 2000; Gal, 2002; Watson, 

1997; Watson & Callingham, 2003; Watson, 2006; Rumsey, 2002; 강현영, 

2012). PISA 평가틀(OECD, 2013)의 해석 및 평가하기 과정을 요구하는 문항을 

활용하여 통계적 주장에 대한 비판적 이해 능력을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Ⅳ-4>와 <표 Ⅳ-5>에 제시된 것처럼, 영국과 미국, 뉴질랜드의 대학입학시

험에는 통계적 주장의 타당성을 확인하거나, 통계 조사 결과를 올바르게 해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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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항 등, 비판적 이해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 다수 출제되

었다. 이를 포함하여 통계적 소양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문항들이 출제되었

다. 실제로 PISA 2012 결과보고서(송미영 외, 2013)에 따르면, 이들 국가는 수

학 영역의 성취에 비해 불확실성과 자료 영역의 성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의 대학입학시험에 출제된 문항들을 참고고,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목

표와 내용, 방법을 고려하여 해석 및 평가하기 과정을 요구하는 문항을 개발하

고 수능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의 SAT는 선택형 문항으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SAT 문항들을 참고한다면 수능에 적합한 해석 및 평가하기 과정을 평가

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비판적 이해 능력을 평가하는 다른 방안은 통계적 주장을 비판적으로 이해하

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평가하는 문항을 출제하는 것이다. 모든 통계 문항이 해

석 및 평가하기 과정을 반영할 필요는 없다. Watson(2006)과 Rumsey(2002)는 통

계적 주장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계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통계적 지식을 평가하는 형식화하기 또는 적용하기 과정의 문항이 출제

를 통해서도 통계적 소양을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확인

한 바에 의하면, 기존의 수능 통계 문항들은 단순한 계산 능력을 평가하는데 그

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통계적 주장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집 

변이성과 표본 대표성에 대한 이해, 각 통계치의 특성에 대한 이해, 분포에 대

한 이해 등이 필요하다. 먼저 표집 변이성과 표본 대표성은 통계에서 가장 핵심

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으며(고은성, 이경화, 2010; 구나영, 탁병주, 강현영, 

이경화, 2015), <표 Ⅳ-4>에 제시된 SAT practice test2, 4.Calculus 13번 문항

은 통계 조사 방법의 문제점을 확인할 때에도 표집 변이성과 표본 대표성에 대

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 <표 Ⅳ-2>에 제시된 2014 Edexcel 

A-level S3 1-(c) 문항은 문제 상황에 적절한 표집 방법을 묻는 것을 통해 표집 

변이성과 표본 대표성에 대한 이해를 다루고 있다. 한편, 각 통계치에 따라 이

상점(outlier)에 대한 민감도가 다르며, 상황에 따라 적절한 통계치 역시 다르

다. 따라서 통계치를 근거로 주장을 평가할 때에는 문제 상황에 적절한 통계치

가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각 통계치의 특성에 대

해 이해해야 한다. <표 Ⅳ-3>에 제시된 2015 센터시험 수학Ⅰ 4-2-2 문항은 새

로운 자료가 추가되는 것이 공분산과 상관계수 등의 통계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 지를 묻는 것을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통계치의 특성을 다루고 있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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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항들을 바탕으로, 수능 통계 문항에서 통계적 주장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통계 지식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둘째, 다양한 표상의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통계 교육은 통계 

교육을 받은 성인조차 실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통계 자료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강현영, 2012; 박태학, 2003; 우정호, 2000). 또한 우

리가 일상에서 접하게 되는 통계 자료들은 대부분 통계 그래프를 통해 표현되고 

있으며(정의섭, 2006; 이승선, 2008), 통계 그래프는 자료에 대한 전체적인 조

망을 가능하게하고, 일부 특성을 부각시키는 것을 통해 자료 집합의 분포를 볼 

수 있게 해준다(윤형주, 고은성, 유연주, 2012;  박유진, 2010; 이영하, 2014). 

하지만, 통계 그래프들은 사소한 조작을 통해서도 왜곡될 수 있다(우정호, 

2000; 이승선, 2008; 이영하, 2014). Curcio(1987)은 그래프 유형에 익숙한지 

여부와 유형별 그래프의 특성에 대한 지식이 그래프로 제시된 정보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다양한 표상으로 표현된 통계 자료

들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PISA 2012의 통계 영역에서 

높은 성취를 보인 뉴질랜드와 스웨덴의 경우, <표 Ⅳ-5>와 <표 Ⅳ-10>, <표 Ⅳ

-11>, <표 Ⅳ-14>에 제시된 것처럼 다양한 표상들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스웨

덴의 Högskoleprovet에는 제시된 자료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

항들이 많이 출제되었으며, 뉴질랜드의 NCEA에는 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미래

를 예측하거나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들이 다수 

출제되었다. 학생들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점을 고려할 

때(Curcio, 1987), Högskoleprovet보다는 NCEA에 출제된 문항들을 참고할 필요

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그래프로 제시된 통계 자료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유형의 

그래프들의 구체적인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제시된 그래프를 다른 그래

프로 번역하는 것을 통해 그래프들 사이의 구체적인 차이에 주목하게 할 수 있

다(이경화, 지은정, 2010). 따라서 통계 수업에서 그래프를 번역하는 활동을 강

조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그래프를 번역하는 것을 요구하는 문항의 출제

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Ⅳ-7>에 제시된 2014 센터시험 수

학Ⅱ 수학B 5-2문항은 표를 상관도로 변환하는 과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 문항

은 객관식으로 출제된 만큼, 이를 변형하면 수능에 적합한 문항 개발이 가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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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평가문항에서 보다 의미 있는 방식으로 맥락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

재 수능에 출제되는 통계 문항들은 수학적 구조가 지나치게 직접적으로 제시되

어 있으며, 맥락에 대한 이해가 문제 해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이정무 외, 

2016). 우리나라 통계 교육에서도 자료의 배경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계

산 능력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고영희, 2001). Moore(1990)

은 통계의 의미가 맥락에서 발생한다고 하였으며, 강현영 외(2011)는 통계에서 

비판적 이해 능력은 의문을 제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을 설득하는 논증 활동

을 포함하며, 통계적 논증 활동은 맥락의 특징에 강하게 의존한다고 하였다. 따

라서 통계적 소양을 적절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맥락이 유

의미한 역할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Ⅳ-15>에 제시된 

두 문항은 모두 직업적 맥락에서 제품의 품질관리와 관련된 상황이 배경으로 제

시되었다. 하지만 2015학년도 수능 B형 15번 문항은 단순히 확률을 계산하는 것

에 그쳤다. 반면, 2014 Baccalaureate Science 2번 문항은 확률을 계산하고, 확

률값이 주어진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판단하여 직업적 의사결정을 내

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맥락이 보다 의미 있게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하여 기존 수능 통계 문항을 조금 변형하는 것만으로도 맥락을 보다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통계 영역은 학생들이 수학의 유용성을 인식하기에 적합한 내용으로 구

성되어 있지만, 현재 교과서에 제시되거나 수능에 출제된 통계 문항들은 지나치

게 인위적이어서 통계의 유용성을 잘 드러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우정

호, 2000; 김남희 외, 2011). Watson(1997)은 일상생활에서 매체를 통해 통계를 

접하게 되며, 매체에서 제공되는 통계 자료를 이해하기 위해 통계적 소양이 필

요하다면 통계를 지도하고 평가할 때에도 매체에서 제공되는 통계 자료를 활용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Park, Park, Lee, & Lee(2012)는 일상생활에서

는 접하는 다양한 정보 가운데 자신에게 유용한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역

시 통계적 소양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매체에서 제공되는 통계 

자료 등, 보다 실제적인 자료를 활용한 문항의 출제를 통해 학생들에게 수학의 

유용성을 인식하게 하고, 방대한 자료 가운데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자료를 찾아

내는 능력을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스웨덴의 Högskoleprovet

에는 <표 Ⅳ-10>과 <표 Ⅳ-11>에서와 같이, 국가 통계 자료를 활용한 문항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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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출제되었으며, 이때 제시된 자료에는 문제 해결과 상관없는 정보들이 함께 

제공되었다.

마지막으로 서술형 문항의 출제를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능의 개선

을 위해 이루어진 다양한 연구에서 기존의 선택형 문항과 단답형 문항을 통해 

수학적 사고력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서술형 문항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남진영, 정연준, 2011; 조윤동, 남진영, 고호경, 2009; 이재학 

외, 2004).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국가들 가운데 싱가포르와 뉴질랜

드, 영국,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는 대입시험이 대부분 서술형으로 출제되었다. 

특히, 교육과정에서 통계가 ‘미래를 예측하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교육부, 

2015: 98)하기 위한 도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표 Ⅳ-5]에 제시된 

NCEA 문항과 같이 자료를 해석하는 능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 때, 그래프

와 맥락의 어떤 특성에 주목하여 해석하는지를 자세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선택형과 단답형 문항을 통해서는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통계적 소양 교육을 명시적으로 표방하고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

한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4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에 따라 시행된 대학수

학능력시험 문항 중 맥락을 사용한 통계 문항을 분석대상으로 택하였다. 그런데 

이 조건에 부합되는 것이 총 7개 문항이었고, 그 외의 문항들은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또한 분석 대상 국가에 따라 분

석한 문항의 수가 8문항에서 77문항까지 다양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

를 일반화하는 데에 제한점이 따른다. 

한편, 2017학년도 수능 사회 탐구 영역에 표와 그래프 등 다양한 표상을 활용

하여 통계 자료를 제시하고, 제시된 자료를 해석하도록 하는 문항들이 일부 출

제된 것을 확인하였다. 즉, 통계적 소양을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문

항들이 탐구 영역에 출제되었다. 이는 통계적 소양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을 해

결하기 위해서는 통계 자료의 맥락에 대한 이해와 사전 지식이 필수적이기 때문

에, 수학 영역이 아닌 다른 교과 영역에서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문제

의 맥락이 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항이 수학 영역의 평가 문항

으로서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개정된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통계적 소양을 지도하는 과제들이 더 개발

되고 수업에 활용된다면, 수능에도 통계적 소양을 평가하는 기회가 증대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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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때 다시 국외의 평가문항과 비교하고 분석하여 개선점을 모색하는 연구

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55 -

※참고문헌

강현영(2012). 통계적 소양의 교육적 의미 고찰. 한국수학사학회지, 25(4), 121-137.

강현영, 송은영, 조진우, 이경화(2011). 통계적 논증활동을 강조한 통계수업의 효과에 

대한 사례연구. 수학교육학연구, 21(4), 399-422.

고영훈(2014). 우리나라 통계교육현황과 개선방향 탐색.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고은성, 이경화(2010). 변이성과 변이 추론의 지도를 위한 지식. 수학교육학연구, 

20(4), 493-509.

고지은(2015).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영역의 선택 유형간 비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교육과학기술부(2011). 수학과 교육과정.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부(2015). 수학과 교육과정. 서울: 교육부

구나영, 탁병주, 강현영, 이경화(2015). 표본 지도에 대한 고찰 – 국외 교육과정 분석

을 중심으로. 학교수학, 17(4), 515-530.

김남희, 나귀수, 박경미, 이경화, 정영옥, 홍진곤(2011). (예비교사와 현직교사를 위

한) 수학교육과정과 교재연구. 서울: 경문사

나미영, 이창석, 이지연, 윤상준, 오예린, 권오남(2015). 2009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과 

CCSSM 성취기준 비교:고등학교 통계 단원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11), 327-347.

남진영(2011).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리 영역 출제 체제에 관한 고찰. 학교수학, 13(1), 

89-105.

남진영, 정연준(2011). 중국의 대학입학 수학 시험 분석 연구. 학교수학, 13(1), 1-17

박경미, 김동원(2011). 우리나라 수학교육의 문제점 진단을 위한 조사 연구. 수학교육, 

50(1), 89-102.

박선제(2007).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수리 영역 (나)형 문항 분석 및 출제 경향에 관한 

연구(2005~2007).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영희(2001). 통계영역에서 대푯값의 의미와 지도에 관한 고찰. 학교수학, 2(1), 

281-294.

박유진(2010). 교과서 통계 단원에 제시된 그래프 문항 및 중학생의 통계 그래프 이해 

능력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태학(2003). 학교통계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모색. 교육학연구, 41(2), 401-430.

서보억, 남진영(2010). 한국과 일본 대학입학시험의 수학 문항에 대한 비교 분석. 수학

교육, 49(4), 395-410.



- 56 -

송미영, 임해미, 최혁준, 박혜영, 손수경, 김성숙(2013). OECD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 PISA 2012 결과보고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E-2013–6-1.

송창근(2006).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문항 분석 – 수리‘가’

형 중 선택과목 확률과 통계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신영섭(2010). 수능 수리영역 문항분석(1994~2010) - 확률과 통계 영역을 중심으로. 안동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우정호(2000). 통계교육의 개선방향 탐색. 학교수학, 2(1), 1-27.

윤형주, 고은성, 유연주(2012). 중학생들의 자료와 그래프의 선택과 해석에서 측정과 

척도에 근거한 비판적 사고 연구. 수학교육학연구, 22(2), 137-162.

이경화, 지은정(2008). 그래프의 교수학적 변환 방식 비교. 수학교육학연구, 18(3), 

353-372.

이만근(1996). 대학수학능력시험-수리분야-문항 분석 및 개선 방향. 수학교육학연구, 

6(2), 165-176,

이승선(2008). 한국 신문의 통계그래픽 오용에 관한 탐색적 연구. 언론과학연구, 8(2), 

307-348.

이영하(2014). 인문학으로 풀어 쓴 통계교육원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이재학, 조승제, 박선화, 박혜숙(2004).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수학 시험문제 비교 연

구. 수학교육, 43(4), 349-379.

이정무, 유진수, 이정아, 이경화(2016).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통계적 소양 평가의 가

능성 모색 – SAT 통계 문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수학교육학연구, 26(3), 527-542.

이진호(2009). 수학과 개정교육과정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 개편에 관한 고찰. 한국

수학사학회지, 22(1), 111-124.

이현승(2015). 고등학생들의 표본평균의 분포에 대한 통계적 추론 분석. 이화여자대학

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해미(2013). OECD PISA 수학 소양 평가의 특징 및 문항 특성 분석. 교과교육학 연구, 

17(4), 971-990.

전영주(2011). 중국 대학입학시험의 수학 평가내용 및 구성 고찰. 한국학교수학회논문

집, 14(1), 85-100.

전영주(2013a).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수리) 영역 변천사. 한국수학사학회지, 26(2-3), 

177-195

전영주(2013b).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영역 체제. 한국수학교육학회 학술발표

논문집, 2013(1), 47-53.

전현주(2009). 확률·통게 영역의 교육과정에 근거한 수능 수리영역 문항분석과 문항제

안.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의섭(2006). 시각정보전달로서의 다이어그램 연구:국가통계 다이어그램을 중심으로. 



- 57 -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조윤동, 남진영, 고호경(2009). 한, 중, 미, 일의 전국단위 대학입학시험 수학과 출제

체제 비교를 통한 수리 영역 개선 방안 연구. 학교수학, 11(4), 547-565.

최민정, 이종학, 김원경(2016). 통계적 추정을 가르치기 위한 수학적 지식(MKT)의 분

석. 수학교육, 55(3), 317-334.

최경호(2002). 대입수학능력시험 확률통계 기출문제 분석. 산경논총, 21(1), 377-382.

최경호(2010).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통게단원 문제에 대한 문항반응분석 – 전북지역 예

비 수험생을 대상으로한 탐색연구. 한국통계학회논문집, 17(3), 327-335.

Brener, M., E., Mayer, R., E., Moseley, B., Brar, T., Duran, R., Reed, B., S., & 

Webb, D. (1997). Learning by understanding: the role of multiple representations 

in learning algebra.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4(4), 663-689.

College Board. New SAT practice test.  

https://collegereadiness.collegeboard.org/sat/practice/full-length-practice-tests.

Curcio, F., R. (1987). Comprehension of mathematical relationship expressed in 

graphs. Journal of Research in Mathematics Education, 18(5), 382-393.

Gal, I., & Garfield, J., B. (1997). Curricuar goals and assessment challenges in 

statistics education. In I. Gal and J. B. Garfield (Eds.) The Assessment 

Challenge in Statistics Education (pp. 1-13.). Amsterdam Neterlands：IOS Press

Gal, I. (2000). Statistical literacy: Conceptual and instructional issues. In D. 

Cobenetal (ed.) Perspectives on adults learning mathematics: Research and 

practice (pp. 135-150.). Netherlands: Kluwer Academic Publisher.

Gal, I. (2002). Adults' statistical literacy: Meanings, components, 

responsibilities. International Statistical Review, 70(1), 1-25.

Mallows, C. (1998). The zeroth problem. The American Statisticion, 52(1), 1-9.

Moore, D. (1990). Statistics for all: why, what, and how?. In Proceedings of the 

Thi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eaching Statistics (ICOTS-3), Dunedin (Vol. 

1, pp. 423-428).

NCTM(2007). 학교수학을 위한 원리와 규준, (류희찬, 조완영, 이경화, 나귀수, 김남균, 

방정숙 역). 서울: 경문사.(2000)

Nickson, M. & Green, S. (1996). a study of the effects of context in the 

assessment of the mathematical learning of 10-11 year olds. In British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

OECD (2013). PISA 2012 Assessment and Analytical Framework: Mathematics, Reading, 

Science, Problem Solving and Financial Literacy. OECD Publishing.

Park, M. S., Park, M., Lee, E. J., & Lee, K. H. (2012). Preservice teachers’ 



- 58 -

difficulities with statistical writing. Proceedings of the KSME 2012 Fall 

Conference on Math. Edu., 399-411.

Rumsey, D., J. (2002). Statistical literacy as a goal for introductory statistics 

courses. Journal of Statistics Education, 10(3), 

www.amstat.org/publications/jse/v10n3/rumsey2.html

Van Den Heuvel-Panhuizen, M. (2005). The role of contexts in assessment problems 

in mathematics. For the learning of mathematics, 25(2), 2-23.

Wallman, K., K. (1993). enhancing statistical literacy：enriching our society.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88, 1-8.

Watson, J., M. (1997). assessing statistical thinking using the media. In I. Gal, 

& J. B. Garfield (Eds.), The Assessment Challenge in Statistics Education (pp. 

107-121). Netherland: The International Statistics Institute.

Watson, J., M. (2006). Statistical literacy at school: Growth and goals.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Watson, J., M., & Callingham, R. (2003). statistical literacy: a complex 

hierarchical construct. Statistical Education Research Journal, 2(2), 3-46.

Watson, J., M., & Kelly, B., A. (2006). Development of numerical and graph 

interpretation skills – prerequisites for statistical literacy. Research in 

Mathematical Education, 10(4), 259-288.



- 59 -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for Assessing Statistical 

Literacy at KSAT

Lee, Jeong Moo

Department of Mathematic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Major Advisor: Lee, Kyeong-Hwa

Recently, statistical literacy is explicitly addressed as a goal of school statistics 

education. Though KSAT has a decisive influence on school education, there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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